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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난관리기준은 선언문적인 문서 성격이 강하고 제정 ·고시 이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이 이

루어지지 않아 각 기관 및 단체의 재난관리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재난관리 기관 및 단체

에서 재난관련 업무 수행 시 재난관리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활성화 방안이 연구목적이다. 재난관리기준에 대한

세부설명서 보급 및 홍보, 교육 계획 및 교재 개발, 재난관리기준을 근거로 한 평가 ·인증제도 그리고 재난관리기준에 대한

평가 ·환류 이후 지속적인 개정관리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척도로써 활용가

능하기에 조직운영 및 법제도 관련 방안도 도출하였다.

핵심용어 재난관리기준, 표준화, 홍보, 교육, 인증

ABSTRACT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has not been invigorated because it usually has documented qualities. Since its

enactment and notification, there has been a lack of continual education and publicity that lead to poor awareness on

disaster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nvestigates on activating the use of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by

disaster related agencies and organization during their work. It proposes details on how to distribute and promot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develop textbook, evaluation and feedback. Furthermore, it also developed an organizational struc-

ture and legal framework as measure for disaster management. 

KEYWORDS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standardization, public information, education, certification

1. 서 론

국제재난관리표준 제정 작업의 활발한 추진에 따라 세

계 각국에서도 재난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활동

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차원의 독자적인

“재난관리기준”의 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재난관리

표준화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반

영하기 위해 재난관리기준 제정 ·고시(2010.3.8) 하였다.

재난관리기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

리책임기관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난경감계획

수립, 체계적인 상황관리, 효율적인 자원관리 그리고 지속

적인 유지관리의 4단계로 구성 되어있다. 이 기준은 재난

관련 각종 계획, 지침 및 매뉴얼 수립, 교육훈련 평가 시

준거기준 및 지침 등으로 활용된다(소방방재청, 2012).

재난관리기준은 선언문적인 문서 성격이 강하고 제정 ·고시

이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이 이루

어지지 않아 각 기관 및 단체의 재난관리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재난관리 기관 및

단체에서 재난관련 업무 수행 시 재난관리기준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행활성화 방법 연구 및 개발이 필

요하다. 향후 재난관리 기준이 국가의 재난관리 표준문서

로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

적이다.

재난관리기준 이행활성화 연구는 재난관리기준을 바탕

으로 우리나라 재난관리 활동을 분석하여 차이점을 제시

하고, 해외의 재난관리표준 이행활성화 사례 조사 즉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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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 NFPA 1600 역할을 조사해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재

난관리기준의 이행활성화 방안을 문헌연구와 재난관리 담

당 공무원들과의 면접을 통하여 제시한다.

2. 미국 ANSI/NFPA 1600 표준 활성화

미국 재난관리분야의 표준규격은 소방방재협회(NFPA)에서

제정 및 관리하고 있으나 재난관리표준을 제정하는 기술

위원회 주요 회원들은 연방재난관리청 및 주정부, 지방정

부의 재난관리 관리자 및 전문가들이 주로 참가하여 활동

하고 있다. 1995년 초안이 마련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

켜 법령에 따라 국가재난대비표준규격으로 인증된 2004년

버전이후 매 3년 단위로 새롭게 개정되고 있어서, 2007년,

2010년 버전이 출판되어 있는 실정이며, 2013년 버전 초안

이 마련되어 회람되고 있는 상태이다(NFPA, 2010). 

국토안보법에 국가재난대비표준으로 명시, 민간부문의

정책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제도화(Homeland Security Act 6

USC § 101(18))하고 있다. 교육훈련은 물론이고 평가제도,

인증제도, 자격제도, 국가재난대응체계의 기준으로서 이

표준을 활용한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이 표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그림 1 참조).

2.1 미국 재난관리 평가기준으로서 NFPA 1600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는 미국재난관리표준

(NFPA 1600)을 토대로 국가 재난준비 역량평가(CAR: Capability

Assessment Readiness)지침을 마련하고 50개 주정부에 제

시하고 이를 근거로 카운티 지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을 평가하여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재난

관리 업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국가재난관

리예산계획을 수립해 차기년도에 반영한다.

2.2 미국 재난관리 인증기준으로서 NFPA 1600

비영리기관인 미국재난관리자협회(NEMA)에서 재난관

리인증제도(EMAP: 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ion

Program)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재난관리표준(NFPA 1600

재난관리 및 사업연속성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재난관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미국 주정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

시하여 적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인증하는 제도이다.

2.3 미국 재난관리 교육원칙으로서 NFPA 1600

교육 및 훈련과정의 원칙으로 NFPA1600을 지정하고 미

국재난관리교육원(EMI)의 재난관리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연중 실시한다.

2.4 미국 재난관리 자격의 기초로서 NFPA 1600

미국 재난관리사 자격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같은 교육

과정을 통하여 시험과 재난관리 근무경력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자격을 획득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 모든 교육

과정은 미국재난관리기준(NFPA 1600)을 토대로 수립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하나의 예가 조지아주정

부 공인 재난관리사(CEM: Certified Emergency Management)

자격제도이다.

그림 1. 미국재난관리기준의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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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재난관리 활동 분석

재난관리기준은 모든 재난관리 문서에 대한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이 기준과 안전관리계획,

훈련계획, 위기관리 매뉴얼 그리고 재난관리 평가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침으로서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이

다. 기준과 비교할 때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재난관리기준 구성요소인 재난경감계획 수립, 상황관리,

자원관리, 유지관리의 다수 세부항목이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운영연속성 관리, 재난건전성 모니터링,

자원데이터베이스 부분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파악된다.

대규모 ·복합재난훈련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 계획 수립을

위해서 재난관리기준을 활용한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훈련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훈련시행계획과 훈련 내용의 공통 기능

비교 분석 결과 비상공보, 언론 홍보, 통합지휘본부 구성을 제

외한 훈련 공통 기능에 대한 계획 내용이 미비하다(소방방

재청, 2012).

재난관리기준 구성요소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중 풍수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

동매뉴얼을 비교 분석 결과 운영연속성관리와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소

방방재청, 2010).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비 역량강화와 재난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자율과 책임의식 향상을 통한 선진재난관리

체계의 조기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2012년 자연재해

평가지표의 경우 운영연속성 관리, 재난건전성 모니터링,

자원관리데이터베이스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

하다(백진현, 2008).

지방자치단체 재난대비활동지침에서 재난 발생 시 재난

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지역본부장의 현장지휘권 위임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비상대응계획에 따른 재난관리 주요

업무담당자의 권한위임 및 대체인력에 관한 사항과 주요

업무 재개를 위한 필요자원의 설치 및 가동준비에 관한 사

항 그리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내용 및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운영연속성 관리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분석된다(위금숙, 2009).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활동을 재난관리 기준을 토대로

비교해 보면 어떠한 재난관리 활동이 미비한 가를 파악할

수가 있고 또한 인적자원이 어떠한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가를 알 수가 있어 전반적인 재난관리 활동에 척도로서 역

할을 하게 된다. 기 분석된 지방자치단체의 실과소별 재난

관련 업무와 재난관리업무 기능을 연결하여 메트릭스를

작성한 후 기능과 각 실과소의 업무수행인원을 1차적으로

연결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대비 해당 업무

공무원 수 비율을 재난관리업무 기능 투입비율을 2차적으

로 산출한 후 재난관리기준 항목과 연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석 대상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김

천시, 강릉시, 태안군 이다. 재난관리기준 구성 요소에 해

당하는 업무 투입비율 수치를 평균값에서 뺀 편차를 그래

프로 표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정원(행정안전

부, 2008)은 전라남도 도청: 3,288명, 부산광역시청: 6,240

명, 김천시청: 1,076명, 강릉시청: 1,224명, 태안군청: 634명

그림 2.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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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재난관리기준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업무 투입비율 수

치를 평균값에서 뺀 편차 값을 그래프로 표시했기 때문에

양수(+)가 의미하는 것은 재난관리기준에 해당하는 재난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

며, 반대로 음수(-)로 표시된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

원이 투입되어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취약 가능성

이 있음을 말한다(그림 2 참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활

동에서 유지관리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상황관리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후 재난관리 업무계

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

는데 활용 가능하다.

4. 국가재난관리기준 이행활성화 방안

최근 신종 재난과 복합재난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

으나 우리나라는 재난 유형별, 대상별 재난관리방식을 유

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관리 방식은 발생한 재난

이 기타 유형의 사건 ·사고와 잠재적 재난을 연쇄적으로

야기하거나 촉진하는 경우 등 모든 시나리오를 사전 맞춤

식으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획일적이고 경직성 있는 재난관리

체계와 제도를 재난상황에 따른 유연성과 호환성을 갖추

고 표준화 ·과학화된「재난관리표준체계」로 전환하여 재

난유형별 기능적 통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인식에서 선진국의 재난관리 표준제도와 운영사

례「국제 재난관리표준」 제정동향, 국내 국가표준제도 등

을 고려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용어, 절차, 일하는 방식 등의 표준을 제정(각종

재난관리 지침 및 매뉴얼이 있지만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

하는 개인의 업무 행태가 다르기 때문)하고, 각종 사고와

재난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표준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재난예측의 불확실성과 재난관리체계의 불완전성을 보완

하고 재난관리활동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재난관리기준 이행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그림 3의

구성도와 같다. 재난관리기준을 참조하여 적용할 분야와

교육, 평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증까지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평가 ·환류를 통해 지속적

인 버전업(version up) 관리를 하는 것이 재난관리기준 이

행활성화의 기본 방향이다.

4.1 국가재난관리기준 홍보 및 보급

국가재난관리기준에 대한 각 기관 및 단체의 인식이 부

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재난관리기준의 필요성 및 제

정목적, 구성 체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온 ·오프라인에서

배포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국

가재난관리기준에 다루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 국

그림 3. 국가재난관리기준 이행활성화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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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난관리기준의 개정에 대한 주요한 의견 수렴, 국내외

재난관리 표준의 동향에 대한 소개가 포털(portal)통해 이

루어져야 하며, 국가재난관리기준 이해 및 구성(세부설명

서) 자료를 소책자로 제작하여 재난관리 워크샵 및 컨퍼런

스를 통해 배포해야 한다.

4.2 국가재난관리기준 교육

국가재난관리기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재난관리기준의

전반적인 개요 및 구성을 포함하여 재난경감계획 수립, 상

황관리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교육 교재를 개발

하여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을 지속

적으로 운영한다.

4.3 국가재난관리기준 적용분야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우선 자연재해관리와 인적재난관리

평가지표 개발에 적용하여 재난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늘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 매월 실시하는 재난안전한

국훈련에서 재난관리 기능별로 훈련을 추진할 때 재난관

리기준에 나타나는 상호협력기능을 위시로 홍보, 자원동

원, 상황전파, 지휘보고 등의 기능이 도움 된다. 셋째로 표

준매뉴얼, 실무매뉴얼, 현장조치매뉴얼로 구성되는 위기

관리매뉴얼을 개정 및 보수할 때 재난관리기준이 토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재난관리 계획에 근간이 되는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재난관리기준을 참조

로 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갈 수가 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고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재난

관리기준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4.4 국가재난관리기준 인증

재난관리인증은 하나의 기관조직이 재난관리표준 또는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요구사항의 충

족여부를 실증하는 재난관리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재난관리활동에 대한 인증을 도입 ·운영하

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중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

된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

하다.

인증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증업무를 운영

할 수 있는 인증기관, 인증심사를 위한 인증기준 그리고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증지침이 개발되어 제시되어

야 한다.

공공기관 재난관리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행정

안전부에서 고시한 재난관리기준을 인증기준으로 적용하

여 인증하는 방안이다.

재난관리기준은 재난의 예방과 경감,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된 업무활동을 제시하고, 재난발생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의된 목표, 복구시간 이내에 정상

적인 상태로 복원하기 위하여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

용하는 규칙, 지침 또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활동사항 뿐만 아니라 적

용기관의 운영영속성(COOP) 측면까지 고려하여 개발된

재난관리기준은 공공기관 인증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다

소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재난관리활동 전 영역에 걸쳐

인증기준으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4.5 국가재난관리기준 개정(버전업)

국가재난관리기준이 활성화되어 재난관리 업무에 적용

되면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환류사항을 도출하고 국가재

난관리기준의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반영되어야 한다.

미국 재난관리표준 ANSI/NFPA 1600('2010 Edition)에 추

가된 재난관리 리더십 관련 내용은 국가재난관리기준 개

정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

개정의 정도에 따라 일부 수정본 배포 또는 새로운 버전의

국가재난관리 문서를 배포한다. 모든 갱신은 지난 문서를

파기하는 절차와 새로운 문서의 보관에 관해 엄격한 문서

버전 관리를 통해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4.6 기타 이행활성화 방안

4.6.1 조직 운영 방안

국가재난관리기준에 대한 제도적이고 법률적 근거는 수

립되어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담

조직은 없는 현실이다. 국가재난관리기준 전담 조직 운영

으로 재난관리기준 활동을 개발 ·보급하여 일관성 있는

재난관리 업무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의 역할과 임무에는 국가재난관리기준

관련 교육 운영 및 지원,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적용한 평가

지표 개발 및 운영, 국가재난관리기준 홍보 활동 지원, 국

가재난관리기준을 적용한 인증제도 개발 및 운영, 국가재

난관리기준 개정 및 유지 관리, 기타 재난관리기준 관련

업무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6.2 법 ·제도 방안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운용에 관한 사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 3항으로 재난관리의 표준화와 관

련된 사항이 동법 제74조에 명시되어 있다. 각각 개별 법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정 ·운영 ·표준화활동까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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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법조항으로 일원화하여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이행하

기 위한 표준화 활동에 대한 재난관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

하게 제시하고 재난관리 업무 수행 시 국가재난관리기준

적용을 용이하도록 한다.

4.6.3 재난관리기준 업무의 척도로써 국가재난관리기준 활용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업무 활

동을 수행함에 있어 재난관리 업무의 공통된 요소들을 포

함하고 있는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참조하여 재난관리 업무

척도로써 활용한다. 예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재난관

리 활동평가, 법제도 정비, 지침매뉴얼 관리, 조직 기능 업

무분석, 그리고 방재예산 수립 및 분배 등에 국가재난관리

기준 활용이 가능하다.

5. 연구결론

풍수해, 시설물붕괴, 교통안전, 화재폭발, 기반체계마비

등의 재난 유형에 따라 기본법 및 개별법이 별도로 있고

재난관리를 위한 각종 매뉴얼과 지침이 있지만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들의 업무형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

에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공통된 기준으로 대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준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한반도 특성상 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극단화(폭염/한파, 호우/

가뭄 등) 및 재난유형의 다양화(녹조 및 적조 현상 등), 재

난규모의 대형화 ·복잡화 양상이 전개됨에 따라 재난유형

별로 재난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 모든 재난유형을 관

리할 수 있는 공통적 재난관리 기능이 필요한데, 재난관리

기준이 공통적인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현재 국제재난관리표준 제

정활동(ISO/TC223)을 활발히 진행하여 일부 규격이 제정

되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재난관리 환경에 맞게 제정 ·고

시된 국가재난관리기준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

함으로써 피해 예방 및 경감에 기여하고 재난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추진 및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난

관리기준에 대한 세부설명서 보급 및 홍보, 교육 계획 및

교재 개발, 재난관리기준을 근거로 한 평가 ·인증제도 그

리고 재난관리기준에 대한 평가 ·환류 이후 지속적인 개

정관리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 척도로써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행정

기관의 적극적 표준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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