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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인적재난기술의 가치향상과 미래도약 기반강화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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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has been shown the Research Plan for R&D Long-term Load-map Design in the Facility Disas-

ter on response of the changing Disaster Environment, Showing the Strategy for the extending investment method of the

technical development and related on that the advanced nation’s technical level gap is minimized in the same area, Designing

for the business’ high-level, long-term load-map and the core driving strategy of the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 in

the facility disaster, RFP Documentation on the core driving Business and the detailed driving Issue. This research has been resulted

the three lists, trend analysis and Vision of the Technology Research Development (R&D) of the Safety Technology Area in

domestic and foreign, the Responding Technology Predict and the Extended Research Strategy of the Next Generation Safety Tech-

nology in the facility Disaster, long-mid Term Road-Map of the Safety Technology in the facility Disaster, finally the Action Issue’s

RFP of the Safety Technology in the facility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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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재

난환경변화로 인하여 기후변화는 2014년 3월의 기온이 평

년기온보다 2.3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고, 태평양에서 엘

니뇨 현상에 의하여 예년에 비하여 적도부근에서 0.5도가

높아지고 금년이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여 농산물생산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강력한

태풍의 피해와 가뭄, 폭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하여, 지난 2014년 4월 15일 인천

앞바다에 안개가 자욱이 꼈는데, 인천-제주간 유람선인 세

월호가 안개가 낀 바다를 출항하고, 진도군 팽목항 인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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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골수로에서 유람선이 침몰하여 300여명에 이르는 사상

자가 발생하는 대형 인적재난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복합

적인 원인에 의하여, 하인리히 법칙인 1:29:300에 의하여,

모든 시민과 정부가 무기력증에 빠지는 상황이 3개월 넘

게 진행되고 있다. 

인적재난 분야에서 2월에 경주에서 발생한 와우 리조트

붕괴사건, 지하철과 철도에서는 열차사고가 예년에 3건

수준에 비하여 벌써 8건이나 발생하고 있으며, 군에서의

윤일병 사망사고 등 각종 인적재난에 의하여 복합적 사회

적 재난으로 확대되어, 경기침체의 늪에 빠지고, 사회적으

로 최고의 안전불감증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재난관리청(FEMA)에서는 도전과제 6원칙(Grand

Challenges 6)을 수립하고,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때에 위

험 및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이 발생하는 자연작용을

이해하고, 리스크 완화전략 및 기술을 개발하고, 상호의존

성이 있는 극히 중요한 인프라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경감

하고, 표준화된 재난회복력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동을 권장하는

등의 과제도전을 민간주도로 다원화 분권화되어 수행하며,

인적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의하여 매년 40

만 명 정도가 방재안전 교육과정(20시간)을 신청하면 무료

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총무성 산하의 방재국에서 담당하고, 재난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제도 광역화 추진, 각 기관들의 민관협력 관계를 통한

광역방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민이 스스로 방재사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2014년 현재 75,000 명

취득)하여 자조자립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며, 인적재난은

시민 스스로 막는다는 정신으로 대비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재난지원청(BBK)은 연방기술지원단(THW)을

운영하여 자율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독일전역에

668개 단체에 약 8만명의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독일도 모든 인적재난의 초기 대응은 시민

구조대에 의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이에 적십자사, 연

방노동자구급회, 생명구조단체, 사고구조대, 말태체 구조

대 등이 활동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은

인적재난은 시민이 초기대응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주

변의 전문가 시민을 평상시 육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평상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

고,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인적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선진국형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

난의 해결방안을 준비하기 위하여 인적재난 분야에서 우

리가 개선하여야 할 내용들을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들을 도출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안전한 도시,

안전한 국가로 변화되어, 선진국형 시민이 주인인 사회인,

민주주의가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 분야에서도 올바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방재안전관리 R&D 분석

2.1 방재안전관리 이론

방재안전관리는 재료/제품/시설물/시스템의 기능을 원래

목적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유지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말한다. 공학기술에서는

기술/제품/시설물/시스템 등이 목적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호

보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에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있듯이, 공학기술은 가속페달의 역할을

담당하고 방재안전관리는 브레이크 페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같다. 

방재안전관리는 세 가지 기능이 상호연계 되어 있으며,

예방기술인 목적한 기능의 손실을 예방하는 기술과 대응

기술인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실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대비와 대응하는 기술과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기

술과 복구기술인 손실한 기능의 회복을 위한 응급복구기

술과 최종적으로 이를 개량하여 복구하는 개량적 복구기

술과 예방적 복구기술 등으로 이루어진다. 

2.2 정부의 방재안전관리 R&D 중장기 계획

정부의 재난·안전관리기술 선진화를 통한 과학방재시스템

구축 및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비전과 재난·안전분야

그림 1. 공학기술과 방재안전관리의 정의와 관계성(조원철,

방재안전관리, 2014.6)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Vol. 7, No. 1

재난환경변화에 대응한 인적재난 R&D중장기 로드맵 수립 기획연구 37

기술역량을 선진국 대비 70-100% 확보하는 목표로 기획되어

있으며, 아쉽게도 시민중심의 역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부

족한 상황이다.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재난안전분야

기술개발 추진체계 확립(3개 추진과제), 재난관리 전략기

술 중점개발(4개 추진과제), 재난·안전관리기술 선진화 인

프라구축(4개 추진과제), 재난·안전산업 경쟁력 강화(3개

추진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민의 인적재난 역량

강화부분은 미미한 상황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재난 및 안전분야 R&D 투자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는 재난안전분야의 예산

증가가 정체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처별 재난 및 안전분야 R&D 투자현황을 표 2에서 살

펴보면, 안전행정부의 투자실적이 미미하고, 소방방재청의

투자비중도 14.8% 정도에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부터 2013년 5년간 인적재난안전기술분야 R&D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이 중에서 인적재난 안전기술분야

R&D 예산은 0.04%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투자 증가율

또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인적재난 안전기술 개발사업은 최근 10년간(2004-2013)

총 36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최근 6년간(2008년-2013년)

인적재난 안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36개 과제가 수행되었

표 1. 2010-2012 년도 재난 및 안전분야 R&D 투자규모 변화

구분
국가 전체 R&D

예산(B)

재난안전 R&D

예산(B)

재난안전 R&D

비중(B/A)

'10 13조 6,824억원 1,319억원 0.96%

'11 14조 8,902억원 1,575억원 1.06%

'12 16조 224억원 1,780억원 1.11%

(출처: 2012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시행계획,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2012)

표 2. 부처별 R&D투자현황(2011-2012)

부  처 ‘11실적 ‘12실적
증감

‘12년 투자비중(%) 
금액 비율(%)

원자력안전위원회 3,492 5,563 2,071 37.2 3.1

미래창조과학부 3,740 7,040 3,300 46.9 4.0

안전행정부 6,100 8,188 2,088 25.5 4.6

농림축산식품부 11,037 14,478 3,441 23.8 8.1

산업통상자원부 6,579 5,222 ▽1,357 ▽26 2.9

보건복지부 16,371 20,227 3,856 19.1 11.4

환경부 95 135 40 29.6 0.1

국토교통부 27,044 25,849 ▽1,195 ▽4.6 14.5

소방방재청 18,183 26,297 8,114 30.9 14.8

농촌진흥청 22,757 15,759 ▽6,998 ▽44.4 8.9

산림청 957 1,633 676 41.4 0.9

식품의약품안전청 7,445 7,782 337 4.3 4.4

기상청 33,665 39,862 6,197 15.5 22.4

계 157,465 178,035 20,570 100

주 1) 민간R&D 및 비R&D 예산을 제외한 부처별 기술개발관련 정부 R&D 투자비임

 2) 본 조사에서는 중소기업청이 빠지고 그 대신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됨

(출처: 2012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시행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그림 2. 인적재난 안전기술개발의 위상(예산기준)

그림 3. 인적재난 안전기술개발사업 추진 현황(2008-2013)(소방

방재청 자료,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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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금액기준으로는 총 265.39억원, 연평균 44.23억원,

과제당 평균 지원금액은 6.63억원이었다. 

이렇게 추진된 인적재난 관련 과제에서 재난 대응에 해

당하는 과제는 단 1개뿐이며, 이는 재난(산업)현장에 적용

되는 지능형 안전헬멧 개발(대체과제 27번) ‘09-’11(2개년,

예산은 380 백만원) 이다. 이에 인적재난 관련 연구의 초기

대응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연구현황과 선진국의 현황을

조사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2.3 인적재난 안전기술분야의 SWOT 분석

국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제2차 종합계획 수

립의 내용과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과 독일 등의 인적재난

분야 연구는 다소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선진국의 경우

에는 인적재난의 피해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국가 수준이므로, 인적재난 분

야에 대한 연구가 이미 교육계로 전파되어, 어린 시절부터

인적재난을 피해가는 방법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과 훈련

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육계에서 교육과 훈련이 거의 없는 상황

에서 국내외 현황을 비교하며 SWOT 분석을 선택하였다. 

3. 차세대 핵심기술분야 분석 및 사업확대전략

3.1 분석과 전망

인적재난 안전기술 차세대 핵심기술분야의 분석 및 사

업확대를 위하여 1991년부터 분석한 자연, 사회, 시민 등의

재난환경변화 문제점 240개를 반영하였고, 세월호 사건

(2014.4.16.)에 따른 보도자료 10,000 여건을 조사·분석하고,

최근에 발행된 재난안전 기획연구 관련 자료, 2014년도에

발생한 대형 인적재난 사고로 분류된 내용들을 점검하고,

앞서 선진사례인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심층 분석

하고, 최근 발생한 대형 인적재난사고 등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5대 전략과 연구하여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

였다.

이는 초기대응에 필요한 예측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

개발 분야, 초기대응 시 큰 피해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 개발 분야, 재난현장 초기에 있는

시민이 인적재난안전기술을 갖고 체계적으로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조직, 시스템, 체계 등, 이러한

장비, 시스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초기대응에 필요한 시

민지원 분야 등을 지원하는 법제도, 인프라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된 산업 육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적인 분석과정에서, 현장에 먼저 발견한 시민이 주

도적으로 구조에 참여하고,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시

민은 신속하게 위험발생 장소로부터 이동할 수 있는 기본

적인 시민의식의 변화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과 홍보를 실

시하고,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먼저 발견하고 시

민에게 알리는 장치들, 시민이 재해현장에서 장비를 사용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기대응에 도움이 되는

장비의 현장배치 및 재난현장 참여주민들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위의 역량강화 사항을 시민단체와 전

문가 시민이 요청하면 100%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과 시도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활성화가 중

요한 사안으로 분석되었다. 

3.2 차세대 핵심기술분야 분석 및 연관성

재난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전문가와 방재안전관련 시민

단체가 주도적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며, 재난현장에 있는 시민이 신속하게 피할 수 있는 정

보를 신속히 제공해주고, 재난환경변화에 대한 기초연구

가 진행되어, 산학연관 협력체계에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

표 3. 인적재난 안전기술분야의 SWOT 분석

 

그림 4. 차세대 핵심기술개요 및 분석과 전략과 영역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Vol. 7, No. 1

재난환경변화에 대응한 인적재난 R&D중장기 로드맵 수립 기획연구 39

으로 연구하여, 시민이 주도적으로 인적재난 초기대응을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며, 시군구가 중앙부처의 전폭

적인 지원을 받아 방재안전 담당공무원을 육성하며, 관련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장

비와 시스템과 교육과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어야 한다. 

3.3 사업확대전략

사업확대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5대 분야를 선정하였으

며, 이는 인적재난 안전기술혁신분야, 선제적 기술개발 분

야 확대전략분야, 인적재난 안전기술 개발사업 국민참여

활용성 확대전략분야, 기술개발 역량강화 분야 확대전략

분야, 인적재난 안전기술 개발사업 기반구축 확대전략분

야 등이다. 

이러한 전략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인적재난 발생현

장에서 초기대응의 역량을 현장 시민과 봉사단체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역량을 평상시 강화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

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분야들은 과학기술적 측면과는 거리가 먼 사안들로

시민의 역량강화가 간주될 수 있겠지만, 과학기술개발은

시민의 활용성과 실용성과 현장성을 높이는 의도 없이 개

발된다면, 현장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기술개발 단계부터

시민전문가와 시민 자원봉사단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

이다. 

3.3.1 인적재난 안전기술혁신 분야 확대전략

1) 시민용 대응 중심 매뉴얼

(1) 인적재난 현장에 초기대응에 구조구급을 위하여 참

여할 시민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2) 발생하는 인적재난을 유형별 시민활용을 위한 매뉴

얼 축적 및 적용

(3) IOT 환경변화에서도 대응중심 매뉴얼을 접할 수 있

는 네트워크 개발

2) 통합관제센터 감지력 향상 

(1)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지원받는 관제 기능 향상

(2) 자동 의사결정 관련 조직과 전문가에게 정보 파급 협

업 지원체계 확대

(3) 인적재난 유형별, 지역별, 가중치별 감지력 향상 

3) 대응력향상 장비개발 

(1) 재난유형별 필요장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

비개발 지원

(2) 초기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의무 구입 지원

(3) 각종 대응력 향상 장비의 비축을 위한 자원, 인력, 물

적 지원 

3.3.2 선제적 기술개발 분야 확대전략

1) 생활용 CCTV 활용

(1) 상황실 CCTV DB에 대한 고도화 기술 개발

(2) 생활안전 CCTV 에 대한 초기대응 역량 강화 기술 개발

(3) 각 기관별 소유한 CCTV의 통합활용으로 인적재난

초기대응 역량강화

2) 위험요소 발굴 감지 데이터

(1) 기존 자료에 대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빅데이터 시

뮬레이션 개발

(2) 생활속의 위험요소를 감지하여 사전에 대형 인적재

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 대응하는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3) 인적재난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민 서비스 수

준 향상 

3) 선제적 감지 장비개발

(1) 인적재난 발생 초기에 감지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그림 5. 차세대 핵심기술 분야 분석 및 연관성

그림 6. 사업확대 전략에 추진과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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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감지장비 지원 

(2) 최첨단 감지장비를 공지하고 방재신기술 인증을 통

한 적극적 전국확산 지원 

(3) IOT 환경에 적합한 선제적 감지 장비의 활용역량 강

화 추진

3.3.3 인적재난 안전기술 개발사업 국민참여 활용성 확

대전략

1) 시민중심 위기관리 분야

(1) 시민중심의 구조구급이 인적재난 초기상황에서 완

료되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기술 개발

(2) 인적재난 초기상황에서 시민의 우선적 구급구조에

도 불구하고 미해결 사안에 대한 전문가 및 전문장

비 투입지원 절차 간소화 

(3) 시민중심, 인적재난 현장중심, 초기 대응 역량 강화

중심으로 위기관리 역량 확산 

2) 스마트 생존 앱 분야 

(1) 스마트 폰의 확산에 따른 시민중심의 생존앱 개발 확

산 추진

(2) 개인 맞춤형 인적재난 유형 정보 제공에 의한 인명피

해 최소화 기술 개발 지원 

(3) 스마트 폰 이외의 활용 시민인 노약자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 추진 

3) 시민리더 육성 분야 

(1)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인적재난 전문 자원봉사자를 찾

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민리더 육성 추진

(2) 현장의 시민들이 간단하게 구조구급할 수 있는 상황

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리더 육성 지원

(3) 누구나 20시간의 교육을 받고 시민리더로서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 지원 

3.3.4 기술개발 역량강화 분야 확대전략

1)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 

(1) 인적재난 피해 감소를 위한 ‘기후변화,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유엔(UNISDR) 캠페인의 주도적인 참

여 유도

(2) 인명피해 최소화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전체

도시에 대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지원 추진 

(3) 안전한 마을 만들기의 최종 목표로 유엔의 안전롤모

델 도시 지정(3년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

추진 

2) 인적역량 강화 분야 

(1) 인적재난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과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추진 

(2) 민간측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매년 최적 프

로그램 포상 및 지원확산 

(3) 지역현장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사업 추진 지원 

3) 안전문화 프로그램 분야 

(1) 인적재난 초기대응을 중심으로 시민의식을 변화시

킬 수 있는 안전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2) 댜양한 인센티브 제원 확충을 통한 리더급 시민들과

전문분야 공무원들이 세계의 안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3) 지역별 안전문화 콘테스트 시행으로 활성화 및 고도

화 추진 지원 

3.3.5 인적재난 안전기술 개발사업 기반구축 확대전략

1) DB 지능화 분야

(1) GIS 안전정보를 활용한 붕괴, 폭발, 화생방, 환경오염

등의 인적재난을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도시화에 의한 붕괴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적용 확대 

(3) 환경오염을 인적재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더불어

악취제거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 개발 및 확대 보급 

2) 위험감시 시설적용 분야 

(1) 인적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시설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 지원 

(2) 노약자, 장애인 등의 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놀이터,

경로 우대 지역 등에 대한 위험감시 및 위험시설에

대한 보완 요청 확산 

(3) 위험감시 시설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존 시설

에 대한 통합 기술 지원 및 확산 

3) 산업육성 분야 

(1) 인적재난 최소화를 위한 초기대응 역량 강화 장비개

발 및 보급 업체에 대한 방재신기술 인증 지원 

(2) 신기술 인증 제품에 대한 전국적 보급 및 비축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3) 인명피해 최소화에 활용된 산업 및 제품에 대한 포상

및 기술지원 

3.4 추진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 설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으로 5개의 핵심전략 분야에 문제

해결의 현실화를 높이기 위하여 산학연관협력 체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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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분야마다, 3개의 대형

과제화를 시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시민의 주도덕참여,

현장중심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과 시민단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과학기술

R&D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다. 

인적재난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는 그 동안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매번 인적재난이 발

생할 때마다 부처장관과 기관장과 의사결정자가 떠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 이

제는 이러한 악습의 고리를 끊고, 정부와 기관들은 적극적

으로 시민이 인적재난 현장에서 초기대응을 실시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초기대응

역량향상 장비를 지급하고 비축하고 훈련하여, 재난이 발

생할 경우 시민 스스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

을 하도록 각 과제들이 개발될 때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재난환경변화에 대응한 인적재난 R&D 중장

기 로드맵 수립 기획연구’로서, 다음의 세가지 목표를 두

고 진행되었다. 

1) 인적재난 안전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방안

및 관련분야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제시 

2)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 사업의 차세대대응기술 예측을

통한 사업 고도화, 중장기 로드맵 및 중점추진전략 도출

3) 중점추진전략에 따른 주요추진사업 및 세부추진과제

RFP 도출 등이다. 

본 과제의 우수성과 창의성의 측면에서는 재난환경변화에

대응한 인적재난 안전기술 확보를 위하여 240여 가지의

자연, 사회, 시민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이를 정책과제화

하였으며, 세월호 침몰사고(2014.4.16.)에서 발생한 10,000

여건의 사건보도 자료를 2개월이 넘도록 분석하여 인적재

난과제 개발에 반영하였고, 도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과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창의적인 우수한

과제 발굴을 하였다. 

연구결과 파급효과로는, 세월호 침몰사고 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적재난 안전기술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

는 중장기 계획 및 RFP 과제를 개발하였으며, 특히 시민에

게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방재, 환경, 에너지 등의 복합

적인 문제인 도시폐기물(쓰레기) 처리문제를 창의적이고

전략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로도 크게 영

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환경변화에 대응한 시민중심, 현장중심, 인적재난

초기대응 중심으로 연구방향을 정하고 그 동안 정부 중심

의 신기술 개발 관점에서 시민중심과 민관협력 중심의 관

점으로 연구과제화 하는데 집중하였으며, 특히 인적재난

으로 환경오염과 악취 문제를 인적재난 초기대응적 관점

에서 재조명하여 문제해결방안을 과제화, 실용화하는데

기여하여 국가적 전략과제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를 정

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표 4. 전략분야 및 추진과제를 5년 동안 실시함에 따른 중장기 로드맵

 단계

전략분야 및 추진과제
1단계(15) > 2단계(16~17) > 3단계(18~19) > 최종목표

1. 대응중심 기술개발

시민용 인적재난 대응중심 매뉴얼

인적재난 인명피해저감통합관제센터 감지능력 향상

초기대응력 향상 장비 개발

2. 선제적 기술개발

생활용 CCTV활용 위험요소 발굴 기술

시민참여형 선제적관리Big Data 분석에 의한 위험요소 발굴 감지

선제적 대응⋅감지 강화설비 개발

3. 국민참여형 기술개발

시민중심 위기관리팀⋅시민군 신설

시민중심, 대응중심 시민안전확보SMART 생존 앱⋅툴킷 기술개발

시민군 리더 육성 (현장재난관리관)

4. 기술개발 역량 강화

읍면동 중심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

시민지원 기술중심 문제 해결인적재난 대응중심 교육⋅훈련

안전문화 프로그램

5. 인프라 법제도 기반구축

위험인식 데이터베이스 지능화 기술

인적재난 안전기술 확산위험감시시설 적용 기술

인적재난 산업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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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개발하였으며,

2)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

뉴얼, 정책, 자가 진단평가 모델화 할 수 있도록 과제

화 하였으며,

2) 시민의 관점에서 가장 큰 과제인 도시 폐기물(쓰레기)

문제를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전략적 관점에서 해결

할 수 있는 RFP 과제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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