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UCATION

주요내용

- 재난관리및자연재해관련법규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 재해복구사업평가, 풍수해비상대처계획수립 등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무

기대효과

- 방재전문인력인증시험응시자격부여

- 합격시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기술인력소방방재청등록

방재관련분야전공자로서기술자격및일정기간경력을보유한자(기사급이상)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따른기술직군에해당하는기술직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이15년

이상이고재난관리분야업무에7년이상종사한자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32조의 2(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등록요건)

방재분야특수전문교육

Ⅰ 배경 및 목적

Ⅲ 교육대상

교육문의 : 한국방재협회교육홍보부
- 홈페이지 : kodipa.or.kr
- 전 화 : 02-3472-8073~5, 팩스 : 02-3472-8064
- 이 메 일 : hikdpa.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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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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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인력 확보기준

인원수 기술인력 전공분야

비고 : 지진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분야를 단독으로 등록하는 때에는 수자원분야 기술자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인
이상

-토질및기초공학
-수자원공학

-토목구조공학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 기술
사중 1인 이상

2. 다음의 각목에해당하는자중 1인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 기

술사
나. 전공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

한자
다. 전공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전공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

한자
라. 전공분야기사자격을취득하고전공분야에 7년 이상종사한자
마.「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분야
업무에 7년 이상종사한자

3. 지진부분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분야를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 목
에해당하는자중 1인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토목구조기술사
나. 제2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어느하나의기준에해당하는자

인원수 기술인력 전공분야

3인
이상

-토목시공학
-토목구조공학
-도로및
교통공학
-농업토목공학
-지질및
지반공학
-산림공학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1. 다음의 각목에해당하는자중 1인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토목구조기술사·도로

및 공항기술사·농어업토목기술사·산림기술사·지질 및 지반기
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해당하는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해당하는자중 1인 이상
가. 전공분야의석사학위를취득한자
나.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

는자
다. 전공분야산업기사자격을취득하고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라. 전문대학에서전공분야학과를졸업하고실무경력이 5년이상인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도시계획기사또는제2호가목부터라목까지
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자중 1인 이상

(2)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가) 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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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기술인력 전공분야

3인
이상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1. 다음의 각목에해당하는자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도시계획기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해당하는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 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
하는자중 1인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 향성
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자중 1인 이상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인원수 기술인력 전공분야

3인
이상

-토목시공학
-토목구조공학
-도로및
교통공학
-상·하수도공학
-건설안전공학
-농업토목공학
-산림공학

-토목공학

1. 다음의 각목에해당하는자중 1인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토목구조기술사·도로

및공항기술사·상하수도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농어업토목기술
사·산림기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
준에해당하는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 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
하는자중 2인 이상

(다) 재해복구사업의평가·분석

인원수 기술인력 전공분야

4인
이상

-해안항만공학
-측량및지형공간
정보공학
-건설안전공학
-농업토목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측량및지형공간정
보공학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1. 다음의 각목에해당하는자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만 및 해안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해당하는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 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
하는자중 2인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건설안전기사·
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 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
가목부터라목까지의어느하나의기준에해당하는자중 1인 이상

(라) 비상대처계획수립(풍수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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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Ⅳ 교육과정 체계 및 수료기준

과정 교과목 학습분량 수료기준 비고

기본과정
재난관리론 41차시 진도율 : 80%이상

온라인교육자연재해법규 (27시간) 평가 : 개별 과제평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전문과정 사전재해 향성검토
109시간

출석 : 80%이상 출석
오프라인교육재해복구사업평가 평가 : 조별 과제평가

풍수해 EAP

Ⅴ 추진실적 및 성과

※기본과정, 전문과정을모두이수한교육생에대해수료증교부.

‘06년 12월부터 13년 7월현재까지총 54회 교육실시, 2,553명 교육수료
- 업체종사자 : 2,326명(91.1%), 공무원 : 139명(5.4%), 기타 : 88명(3.5%)

방재전문인력인증시험총 27회 실시(‘13.7월 현재), 2,363명 인증서취득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로 186업체 소방방재청에면허등록(13.7.10)



EDUCATIONEDUCATION

226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방재저널_제56호

<방재분야특수전문교육시행현황>

구분
합계 주간반 야간반

교육장소
수료인원 회차 수료인원 회차 수료인원 회차

합계 2,553명 54회 1,376명 29회 1,177명 25회
서울43, 대전4, 창원2,
광주2, 전주1, 부산1, 대구1

2007년 569명 12회 280명 6회 289명 6회 서울12

2008년 486명 9회 265명 5회 221명 4회 서울9

2009년 306명 8회 187명 5회 119명 3회 서울6, 대전2

2010년 328명 8회 227명 5회 101명 3회 서울6, 전주1,대전1

2011년 289명 6회 145명 3회 144명 3회 서울3, 창원1, 부산1, 대구1

2012년 369명 7회 172명 3회 197명 4회 서울4, 창원1, 대전1, 광주1

2013년 206명 4회 100명 2회 106명 2회 서울3, 광주1

<방재전문인력인증시험시행현황>

구분 시행회차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계 27회 2,826명 2,363명 84%

2007년 3회 575명 554명 96%

2008년 5회 514명 484명 94%

2009년 5회 339명 309명 91%

2010년 6회 341명 280명 87%

2011년 3회 305명 202명 66%

2012년 3회 468명 317명 68%

2013년 2회 284명 217명 76%

Ⅵ 2013년 교육일정계획

구분 교육기간 교육일수 교육인원 교육장소 비고

제1회 주간반 2.13~3.7 15일 49명 서울 종료

제2회 주간반 3.11~3.29 15일 51명 서울 종료

제3회 야간반 4.16~6.5 28일 58명 서울 종료

제4회 야간반 6.10~7.17 28일 48명 광주 종료

제5회 주간반 8.26~9.13 15일 49명 서울 교육중

제6회 야간반 10.1~11.11 28일 50명 서울 모집중

제7회 야간반 10.15~11.21 28일 50명 대구또는부산 모집중

※교육기간및장소는교육수요에따라변경될수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