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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안전관리력 증강, 왜 지금인가? 하는 점과 방재안전관리력 증강을 향한 국가적 책무는 무엇인가? 하는 

점, 그리고 방재안전관리력의 정의와 연구의 역할을 이해하고 규정하여 국가적 방재안전관리력 증강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어느 곳도 재해 또는 재해와 관련한 손실, 즉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연재해에 더하여 

감염성 질병의 발생이나 테러분자들의 활동, 사회적 불안정, 또는 경제적 재해들도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대규모의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과로 지역사회들과 국가는 재해나 계획적(의도적) 공격, 그리고 재해에 대응하여 

삶의 질과 기본적인 안전을 담보할 최상의 재정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선택들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재해로 인한 부상과 생명 손실의 가치는 계량화 할 수 없다. 미국의 통계자료를 보면 1980년에 

처음으로 재해피해 자료가 발표된 이래로 2011년도에 미국에서만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상이 550억 

달라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가운데 14건의 자연재해는 각각 10억달라를 상회하는 손상을 유발하였다(NCDC, 

2012). 인명손실을 보면 강풍, 선회바람(Tornadoes), 가뭄, 홍수, 허리케인, 그리고 산불로 인해서 60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으며 수많은 가옥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던 기록을 볼 수 있다.(NOAA 2011, EMDAT 2011)1), 2)

  국가와 그 지역사회의 재해의 충격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방재안전관리력을 증진하는 길이다. 

1) http://www.noaa.gov/extreme2011/

2) http://www.emdat.be/result-country-profile?disgroup=natural&country=usa&period= 201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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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관리력이란 역행적 상황에 대응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흡수하고, 복원하고, 더 나아가서 

성공적으로 그 역행적 환경에 순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국제적인 수많은 재해관리 

정책들에서 추구하는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3) 강화된 방재안전관리력은 재해가 발생하기를 기다리거나 사후에 

대가를 치르기 보다는 재해에 대응해서 보다 나은 선행적 행동을 하게하고 재해손실(재난)을 줄이기 위한 보다 

나은 계획을 하게 한다.

  방재안전관리력에 대한 문화를 육성하고 실행하는 일은 단순하지도 않으며 돈이 적게 드는 일도 결코 아니다. 

방재안전관리력을 증진하기 위한 투자의 방법과 때를 찾는 일은 재해발생 전에 단-장기 계획과 시간과 자원의 

투자를 포함한다. 개인들과 지역사회들의 방재안전관리력은 재해발생 후에는 쉽게 인지되지만, 재해발생 

전에는 거의 인지되지 못한다. 방재안전관리력을 위한 이러한 도전적 투자 역시 개인, 지역사회, 사적영역 

그리고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에서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재안전관리력은 모든 사람들의 업무로 정부영역은 물론 사적영역과 개인영역이 모두 책임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재해에 대응해서 방재안전관리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확실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요구한다. 

그러나 장기적 목표에 반해서 단기적 이해관계들의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로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기존의 중요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개발을 

억제(방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유지하는 것이다(재해영향평가협의제도, 풍수해저감계획, 

미국의 국가홍수보험제도 등 참고). 다른 하나는 방재안전관리력의 가치를 개인과 주택과 토지 소유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게 인지시키고 되돌려 주는 새로운 방법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은 

방재안전관리력을 위한 책임의 공유를 포함하는 새로운 비젼에 헌신하는 것과 방재안전관리력을 강화하는데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많은 공공정책에 우선하여 방재안전관리력 증강 정책을 둘 것을 요구한다. 

국가차원에서는 방재안전관리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한 방재안전관리력 

증강은 개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성에서 시작해서 지역과 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로 이어지는 전체 

지역사회로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지역사회(공동체, 현장)”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지점, 이웃, 

가족단위, 동면읍, 시군구, 지역 등 모든 잠재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통합적 방재안전관리력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의 “지역사회(공동체)”의 정의는 매우 “현장” 중심의 것으로 하고자 한다.

  재난요소들과 재해에 대응할 국가적 방재안전관리력의 강화는 해볼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목표로 “상세”가 문제의 핵심요소이다. 자연재해와 분쟁발생에 대응할 국가적 및 지역사회의 방재안전관리력 

증강의 필요성과 강화방안, 비용관리, 효과의 측정방안 등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아 왔듯이 재해비용은 인구와 시설에 비례해서 극한 현상의 영향과 더불어 나쁜 방량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비용들은 지역사회가 재정적으로 제약을 받을수록 그리고 공공안전과 교육 같은 

3) UNISDR, 2011, U.S. governmental agency definitions (SDR, 2005; DHS Risk Steering Committee, 2008; PPD-8, 2011), and NR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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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재정능력이 약할수록 시간에 따라서 어려워질 수 있다. 동시에 각급정부는 각각 

예산상의 우선순위, 국가적 이해관계, 연령구조와 노화되는 사회기반시설물, 그리고 방재안전관리력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가능한 변화에 대한 정치적 현실성 등의 제약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방재안전관리력 문제는 자기지역사회에 닥칠 때 까지는 정치적 혹은 기관적인 의제의 최전선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수준에서든지 정치적 의지와 강한 지도력이 방재안전관리력을 증진하는 데는 필수적이다. 

방재안전관리력 증강 연구과제는 감지, 연구, 자료준비, 공동체 지도력, 응급관리, 재해대응, 응급복구 등에 두고 

있다. 따라서 연구팀은 자연과학, 공학분야, 지리학, 사회행동과학, 경제학, 보건분야의 전문연구경력, 공공정책, 

응급관리 및 재해관리, 비정부조직기구, 사적영역, 정부영역 등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방재안전관리력은 일상적인 소통을 하고 손실을 줄이고 재난요소들과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등의 목적들과 더불어 다양한 집단들을 묶어주는 과제로 나타난다.

  국가차원의 방재안전관리력 증진과 같은 도전은 

  (1) “국가 방재안전관리력”의 정의와 국가 방재안전관리력 증진을 위한 의제들의 구성,

  (2) 국가 방재안전관리력의 목적과 기준조건 또는 실행 메트릭스(방법),

  (3) 재난요소들과 재해에 대한 방재안전관리력에 관한 지식들의 현 수준, 그리고

  (4) 추가적인 정보, 자료, 한계성(결함), 그리고 극복해야 할 장애요소들

에 대한 연구를 요구한다. 나아가서 목표연도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한, 보다 방재안전관리력이 있는 국가를 

위한 비젼을 통해서 재해에 대응할 국가 방재안전관리력 증진 방안들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모든 개인과 지역사회는 그들의 지역사회가 보다 방재안전관리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위험과 취약성 

정보를 더 많이 가지게 한다(정보의 공유와 공개성)

• 각급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사적영역들은 이러한 정보들에 기초하여 방재안전관리력 증진 전략과 

시행계획들을 설계하게 한다.

• 선제적 투자와 정책결정으로 장래의 재해로 인한 생명과 비용의 손실, 그리고 미래재해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이게 한다. 

• 지역사회간의 제휴는 재해발생 전후에 필수적인 상호지원들을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인지하여 상호 

지원하게 한다.

• 재해 후의 복원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재해에 대응한 중앙정부의 대응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한다.  

• 국가적으로는 공공영역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더 안전해지며 건강해지고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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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으로 방재안전관리력을 증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미래에는 재해로 인해서 부상이나, 생명과 

주택과 일자리, 업무교란 등 기타 손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2030년을 목표로 한 방재안전관리력 증진 미래 비젼은 사고(思考)의 전환을 요구하며 국가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재안전관리 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1) 재해위험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게 한다.

(2) 지역사회에서의 재해손실 자료의 사용을 포함하는 장기적 방재안전관리력 증진에 대한 핵심가치를 확립 

하는 도전을 선포하게 한다.

(3) 방재안전관리력 측정 기법의 개발과 활용을 도모한다.

(4) 상향식 과정을 통한 지역사회의 궁극적인 방재안전관리력과 의사결정으로부터 구해지는 지역사회의 능력 

배양하도록 한다.

(5) 지역사회의 방재안전관리력 증진을 위한 정부정책과 실행의 전망에 대한 이해

(6) 방재안전관리력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와 각급 정부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성의 확인과 소통을 강화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6개항의 실행 가능한 제안은 지역사회로부터 각급 정부를 통해서 국가 방재안전관리력 

증진을 향한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건의 1 - 중앙정부의 기관들은 조직 원칙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의무와 실행 내용들과 각급 수준에서 지원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침을 주며 국가적 방재안전관리력을 통합해야 한다. 

건의 2 -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은 전략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해서 공헌하고 투자하도록 도와주는 

일에 서로 협력적으로 일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에는 상호보완적인 구조적 및 비구조적 위험감소와 

위험분산 계측방법 또는 도구들을 포함한다. 그러한 도구들에는 방재안전관리력의 한계(임계)구조적 

기능을 명시하거나 보험료 면에서의 위험기반의 투자를 유도하는 시방서, 표준서, 지침서 등을 

포함하는 필수적인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다. 

건의 3 - 재해와 관련한 국가적 자료들은, 부상, 사망, 재산손실, 그리고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량적인 위험 모형들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재해에 대한 

구조적 및 사회적 취약성을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건의 4 - 국민안전처는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지차단체와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여 

국가 차원의 방재안전관리력 평가기준(채점표)을 개발해야 한다.

건의 5 -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수준의 광범위한 지역사회 방재안전관리력 

조건들을 창출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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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6 - 모든 중앙정부기관들은 그들의 프로그램과 정책에 따라서 그들이 국가 방재안전관리력을 증진하고 

협력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방재안전관리력 정책은 당해 기관에서 스스로 검토하고 평가해야 

하며 기관들 간에 강력한 소통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방재안전관리력 증진계획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인식 위에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재해는 자연재해이든 사회적 재해이든 간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2) 인구와 나이는 지역사회의 수와 규모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사회의 수와 규모가 다른 구조를 보일 수 있다.

3) 인구학 자료를 보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과 산업지역, 그리고 해변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4) 공공기반시설은 수용할 수 있는 설계한계를 넘어서는 수명을 보이고 있다.

5) 지역사회에서 필수적인 학교 같은 공공시설, 공공안전, 그리고 공중보건은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6) 경제 및 사회 구성망이 날로 상호의존적이 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된 취약한 상황은 핵심 사회망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7) 위험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으므로 일부의 잔존위험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8) 기후변화의 충격과 해안방풍림이나 습지와 같은 자연적인 보호시스템의 열화는 우리 국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목표연도 2030년의 국가 방재안전관리력의 (기대)특성

  방재안전관리력 증진 목표연도인 2030년에는 다음과 같은 비젼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1) 2030년에는 개인들로부터 정부의 최고위직까지 국가는 “방재안전관리 문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2) 개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과 취약성에 대한 정보는 더욱 투명하게 되며 누구나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준비와 완화와 대응 그리고 복구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정책결정은 재해로 인한 생명의 손실과 비용의 

손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여 줄 것이다.

(4) 지역사회의 연합활동은 광범위하게 조직될 것이며 잘 인지되어 상호 지원하여 재해발생 전후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서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5) 재해후의 복구는 급속하게 이루어 질 것이며 개인자본까지도 출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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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해에 대응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비용은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다.

  방재안전관리의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방재자원의 선제적 

투입과 관리계획의 선제적 실행이 절대 필요하다. 방재안전관리의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일상이 안전하고 

편리해지며 재난발생시 조속한 복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일상을 안정화 시키는데 있다 하겠다. 이것이 

시민복지의 기본인 것이다.

防災安全管理의 5段階

 1 豫測  ⇦  災害前兆 現象

 2 災害(Disaster) 發生

3

豫防

⇩ 災難屬性(要因, Hazard) : 生命體와 施設物과 自然自體의 耐久性(Durability) 또는 脆弱性(Vulnerability)

⇩ 危險(Risk)을 區分

⇩ 準備, 對備(Preparedness) : 防災資源의 先制的 投入과 對策의 先制的 實行

* 一時的 災害適應力(Disaster Resilience) 增强

⇩ 豫防(Prevention)

4 被害擴散의 

抑制

⇩ 對應(Response) : 被害(災難)의 最小化(Minimization)

                               ⇨ 輕減(低減, Reduction)

                               ⇨ 緩和(Mitigation)

⇩ 災難狀態 : 損失(Loss)과 損傷(Damage)

5

被害民들의 

日常回復과 

安定化

⇩ 復舊(Recovery) : 應急復舊(Emergency R.),

                                    改良復舊(Improved R.),

                                    豫防復舊(Preventive R.)

* 長期的 災害適應力(Disaster Resilience) 增强

* 先制的 防災安全投資의 經濟性 極大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