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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ducted institutional improvement factors for respond of heavy snowfall

disaster and performed AHP analysis for choosing the priority. The result of Analysis,

establishment of plan concerned heavy snowfall respond was represented most

important factor(Importance : 0.461), this is meaningful establishment of plan is more

important than facilities, sources, policies for building system of heavy snowfall respond.

Establishment of plan concerned respond was represented most important

element(Comprehensive Importance : 0.175) in plan for heavy snowfall respond, it is

suggested that establishment of respond plan of heavy snowfall has to need for

improving law and institution about heavy snowfall.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when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establish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respond of heavy snowfall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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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설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요인을 도출하고 주요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AHP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설대응관련 계획수립이 중요도 0.461로 가장 중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설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설, 자원, 정책보다 계획의 수립
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설대응을 위한 계획 중에서도 대응과 관련된 계획 수립
이 종합중요도 0.175로 다른 개선요소에 비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도출되
었다. 이것은 대설관련 계획 중 경감 및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계획 중에서 대응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대설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대선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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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에는 태풍, 호우와 겨울철에는 대설, 한파 등의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 중, 대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교통, 건축, 시설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피해액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2004~2012) 발생한 자연재해 연평균 피해액(1조 4천 억) 중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는 연평균 약 1,700억 원으로 자연재해 

피해액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구)소방방재청, 2012). 이처럼 대설재난이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대설재난 대처방안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대설재난관리 및 대응과 관련된 

정책적인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설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요인을 도출하고 주요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한다. 제도적 개선요

인들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계획 및 정책 수립시 우선순위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이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떠한 정책 수립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우선순위 선정은 향후 대설재난 대응을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나눠진다. 먼저 제도적 개선요인 도출을 위해 선행연구 및 1차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하

여 개선요인 및 요소를 종합화 한다. 그리고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2차 브레인스토밍과정을 통하여 제도적 개선요

인 및 요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착안점 도출

대설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종갑 외(1994)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설특성 파악 및 수치모의실험

을 통한 서울의 중규모 모델의 대설적용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권역별 대설 유발 종관환경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특성이 주요한 인자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성규 외(2003)의 연구에서는 소백산맥의 서쪽과 동쪽 사면

에서의 각종 지수들 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대설주의보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소백산맥지역의 대설발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써 지상기압 패턴이 도출되었다. 신도식 외(2004)의 연구에서는 서울과 충청지방의 폭설시스템 분석을 통한 

원인 규명 및 예측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의 강설은 바람벡터와 수렴대, 상승류 및 수분속 난기류의 

형성에 의해 강설시스템의 강도가 결정되므로 선행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심재현(2006)의 연구에서는 폭설로 

인한 우리나라 피해현황 및 도시권역내 피해양상을 살펴보고 피해방지 또는 최소화를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고려사항

으로는 도로, 방설시설의 정비, 공공시설, 주택 등의 안전성, 봉사적 협동노동을 통한 대처, 재해에 자주적⋅적극적인 개인의

지와 공동체 의식,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앞서 검토한 대설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발생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 및 산간지역에서의 피해분석, 기상학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 되었으나, 아직 대설대응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설

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요인 및 요소들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한다.

3. 제도적 개선요인 도출

3.1 개선요인 및 요소 도출과정

제도적 개선요인 및 요소 도출과정은 첫째, 선행연구 및 1차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하여 개선요인 및 요소를 종합화 한다.

브레인스토밍과정을 거친 이유로는, 최근까지 제도적 개선요인과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2차 브레인스토밍과정을 통하여 제도적 개선요인 및 요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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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도적 개선요인과 요소 종합 및 분류

선행연구과 1차 브레인스토밍 결과, 대설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요인을 대설관련 방재시설 및 자원측면, 대설관련 

계획 및 정책측면으로 구분되었다. 대설관련 제도적 개선요인 및 요소의 경우 체계분류 연구가 미흡하여 브레인스토밍 과정

에서 개선요인을 구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요소를 분류하였다(Table 1).

3.3 최종 개선요인 및 요소 선정

3.3.1 AHP 분석개요

표적집단 면접(FGI)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 5인을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토의형식으로 진행하였다.

Classification Improvement factor Improvement element

Heavy snow-related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and resources

Heavy snow-related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 Disaster prevention resource storage facilities

- Relief goods storage facilities

- Shelter residents

Heavy snow-related disaster

prevention resources

- Snow removal vehicles Construction and management

- Snow removal Equipment Construction and management

- Snow removal Materials Construction and management

Heavy snow-related plans and

policies

Heavy snow-related plans

- Establishment of a heavy snow Preparedness plan

- Establishment of a heavy snow Response plan

- Establishment of a heavy snow recovery plan

Heavy snow-relatedpolicies

- Response organizations Operations

(Region Residents)

- Build networks between institutions

- Education and Promotion

- Heavy snow-related budget secure

Table 1. The synthesize and Classification of Improvement factors and elements

각 개선요인들에 대한 FGI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설관련 방재시설의 경우, 방재자원 보관시설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제설자재와 차량 및 장비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실질적으로 한국도로공

사, 각 지자체, 국도관리사무소 등은 제설자재와 차량 및 장비보관을 별도의 시설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Classification Professional field position career

Expert 1 Urban planning laboratory 8years

Expert 2 Transportation Planning engineering company 10years

Expert 3 Traffic Engineering laboratory 6years

Expert 4 disaster preventing safety professor 15years

Expert 5 disaster preventing safety professor 10years

Table 2. Explaining FGI Participants

대설관련 방재자원의 경우, 최근에 확보기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제설인력을 방재자원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이는 제설자재, 차량, 장비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제설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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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관련 계획의 경우 대비, 대응, 복구 전 피해저감 및 예방계획 수립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는 대설이 오기 

전 사전제설 및 대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기 때문이다.

대설관련 정책의 경우 대응조직운영(지역주민)이라는 용어보다는 대응 및 자율방재조직의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의미 

전달 측면에서 적절한 것이라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상과 같은 FGI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2차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최종 개선요인 및 요소를 도출하였다(Table 3).

Classification Improvement factor Improvement element

Heavy snow-related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and resources

Heavy snow-related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 Snow removal equipment Storage facilities

- Snow removal vehicles and Equipment storage facilities

- Relief supplies storage facilities

- Evacuation facilities

Heavy snow-related disaster

prevention resources

- Snow removal vehicles Construction and management

- Snow removal Equipment Construction and management

- Snow removal Materials Construction and management

- Snow removal labor forc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Heavy snow-related

plans and policies

Heavy snow-related plans

- Establishment of a heavy snow reduction and prevention plan

- Establishment of a heavy snow Preparedness plan

- Establishment of a heavy snow Response plan

- Establishment of a heavy snow recovery plan

Heavy snow-relatedpolicies

- Response and autonomy disaster prevention organization Operations

- Build networks between institutions

- Education and Promotion

- Heavy snow-related budget secure

Table 3. The deduction of final Improvement factors and elements

4. 제도적 개선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

4.1 AHP 분석개요

4.1.1 분석 방법 고찰

Thomas. L. Saaty에 의해 1970년대에 개발된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chy Process : AHP)은 의사결정에 있어 복잡한 

문제상황이나 구성요소간의 상호의존성을 그림으로 구조화, 계층화하여 논리적인 판단과 직관, 감정, 그리고 경험까지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이다. 이는 아주 복잡한 현상을 다루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요도 분석에 매우 활발히 쓰이고 있는 기법이다(박근오 외,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설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제도적 개선요인 및 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4.1.2 전문가 설문조사 

AHP 설문조사는 2015년 1월 5일∼2월 30일까지 학계, 연구원, 공공기관, 엔지니어링 회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E-mail)와 직접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수행되었다. 응답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적절하게 설명한 후 설문조사

를 수행하였다. 설문지 수는 총 100부를 배포하여 총 77부를 회수하였으며,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가 0.1보다 작게 

도출된 72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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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Scholar, Researcher, Public Institution, Engineering Company

Method Individual Interview, Online Investigation

Period From January 5th, 2015 To February 30th

Number 100 of Total Distribution, Collection 77

Table 4. Summary of Expert Questionary Survey for AHP Analysis

AHP분석을 통한 대설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요인의 중요도는 다음과 같다. 1계층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대설관련 

계획 및 정책(중요도 : 0.675)이 대설관련 방재시설 및 자원(중요도 : 0.325)보다 더 대설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사항에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자원의 확충보다는 효율적인 계획과 정책수립으로 인하여 비용절감 

및 맞춤형 대설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계층의 분석결과, 대설관련 계획 및 정책에서도 대설과 관련된 계획부분이 중요도 0.683으로 제도적 개선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계획이 대설재난대응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실행방안인 

정책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설재난대응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대설대응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중요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1st Class 2nd Class 3rd Class
Comprehensive

WeightContent Weight Content Weight
1st×2nd

Weight
Content Weight

Heavy

snow-related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and

resources

0.325

Heavy

snow-relate

d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0.255 0.083

Snow removal equipment Storage facilities 0.314 0.026

Snow removal vehicles and Equipment storage

facilities
0.457 0.038

Relief supplies storage facilities 0.120 0.010

Evacuation facilities 0.109 0.009

Heavy

snow-relate

d disaster

prevention

resources

0.745 0.242

Snow removal vehicles Construction and

management
0.202 0.049

Snow removal Equipment Construction and

management
0.238 0.058

Snow removal Materials Construction and

management
0.238 0.058

Snow removal labor forc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0.321 0.078

Heavy

snow-related

plans and

policies

0.675

Heavy

snow-relate

d plans

0.683 0.461

Establishment of a heavy snow reduction and

prevention plan
0.217 0.100

Establishment of a heavy snow Preparedness

plan
0.221 0.102

Establishment of a heavy snow Response plan 0.380 0.175

Establishment of a heavy snow recovery plan 0.182 0.084

Heavy

snow-polici

es

0.317 0.214

Response and autonomy disaster prevention

organization Operations
0.274 0.059

Build networks between institutions 0.258 0.055

Education and Promotion 0.087 0.019

Heavy snow-related budget 0.381 0.082

Table 5. Result of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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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result of 1st Class (b) The result of 2nd Class

(c) The Side of Heavy snow-related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d) The Side of Heavy snow-related disaster prevention

resources

(e) The Side of Heavy snow-related plans (f) The Side of Heavy snow-policies

Fig. 1. Result of AH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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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rehensive Weight

5. 결 론

본 연구는 대설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요인을 도출하고 주요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브레인스토

밍, FGI(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하여 제도적 개선요인 및 요소들을 도출한 후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AHP 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설관련 방재시설 및 자원과 계획 및 정책을 비교한 결과, 대설관련 계획 및 정책측면에 대한 중요도가 0.675로 

방재시설 및 자원(0.325)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설재난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하드웨어적인 측면보

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즉, 대설재난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및 정책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제도적 개선요인 측면에서의 우선순위 선정 결과, 대설 대응계획 수립에 대한 중요도가 0.4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재자원(0.242), 방재정책(0.214), 방재시설(0.083)순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대설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는 방재정책보다는 방재계획의 수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과 정책의 차이는 계획의 경우 대설재난대응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을 의미하며 정책의 경우는 대설재난대응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설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대설대응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의 대설특성 및 피해특성 등을 파악한 후 지역별 대설 대응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면 세부적인 

정책, 자원, 장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설대응계획 수립 중에서도 대설 대응과 관련된 계획수립이 종합중요도 0.175로 다른 개선요소에 비해 가장 우선적

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도출되었다. 이것은 대설관련 계획은 피해저감 및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계획 중에서 대응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대설과 관련된 대응계획 수립이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대설재난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설재난과 관련된 계획 수립이 필요하

며 그중에서도 대설재난에 대한 대응계획의 수립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 대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 마련은 있으나 지역적 특성(대설 및 기상 등)을 고려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계획 수립은 미흡한 실정이

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향 후 대설재난 대응방안 마련시 세부적인 계획사항들을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대설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요인 및 요소들을 도출하고 그 우선순위를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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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우선순위 선정은 향후 대설재난 대응을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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