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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를 고찰하고 국제 재난관리표준화 동향 선진국의 재난관리표준화 활동 및 국 

내 재난관리표준화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제표준화기구(1S0)는 ISOπC 223 Societal Security을 통하여 국제 재난관리규격 

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및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재난관리표준을 국제 표준화 하기위해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재난관리표준이 제정되지 않아 재난관리 책임 기관별로 별도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재난관리 활 

동올 수행하고 있다.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재난관리표준화에 적극 대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재난관리표준의 제정과 재난관리시스템의 표준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빽심용어 국제표준화기구， 재난， 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표준， 표준화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state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the intemational standard

ization trend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in advanced nations. ISO has developed intemational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in ISOπC 223 Societal Security Technical Commirtee, and the advanced nations such as U.S.A., U. K. and 

Japan are in competition with each others to reflect thei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in intemational standard

ization. Each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n Korea separately carries on th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ization 뻐d 

activities because national standards for the disaster management is not established yet.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efforts for disaster management system have to be executed in Korea to raise efficiency in disaster management activities 

and to cope with the intemational standardization of disaster management 

KEYWORDS intem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disaster, disaster management system, disaster manage
ment standards, standardization 

1. 서 료E 
‘-

최근 세계는 재난，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사회 

적 피해를 입고 있다. 지구온난화， 엘리뇨， 환경오염 등과 

같은 지구환경의 변화와 도시화， 시설의 고밀도화와 같은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재난， 재해의 근본원인으로 알 

려져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재난， 재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주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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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5년 호남지역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과거 안전을 

무시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성수대교와 삼용백화점 

의 붕괴 및 2007년 태안기름유출사고，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고 등과 같은 재난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는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 

보하고 재난， 재해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 

인 재난관리체계와 지속적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전담 조 

직과노력이 요구된다. 

미국， 영국， 호주 등 방재 분야의 선진국에서는 일찍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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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90년대 초반부터 재난관리 

표준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이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표준화 활동이 2006년 5월부터 Isorrc 223 Societal 

Security을 중심으로 새롭게 진행되어 2007년에 2회에 걸 

쳐 총회가 진행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5월에는 서울에서 저]5회 정기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난과 밀접하게 관련 

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아직 

국가적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개별적 재난관리 활동을 수 

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첫째， 국제 표준과 국내 재난관 

리 여건과의 차이점 발생으로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둘 

째， 개별적 제도와 지침으로 인해 실행 주체인 국민과 민 

간기업의 혼란을 초래하고， 셋째， 각 부처 및 재난관리책 

임기관의 개별적 활동으로 자원을 중복 투자하고 있으며， 

넷째， 범 국가적인 재난상황 발생시 부처 간 업무 협조와 

통합적 대응의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기술표준원， 2006). 

따라서， 재난， 재해 시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 

고 효율적인 채난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 

난관리표준의 제정과 재난관리체계의 표준화가 절실히 요 

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재난관리체계를 고찰하고 

국제 표준화 동향 및 국내 재난관리 표준화 현황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재난관리표준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2. 효택의 재난관리체계 

우리나라는 매년 재난을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난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하여 왔다. 자연재난 

은 1 961년 전북남원과 경북 영주지방의 수해로 인한 피해 

를 복구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청 소속의 수해복구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1991년 재해대책업무를 내무부로 

이관하여 방재국을 설치하였고， 1 995년 11월에는 14년 만 

에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가 

뭄과 지진을 추가하였으며 내무부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 

난통제본부로 개칭， 발족하여 종합적인 자연재난 대응체 

계를 갖추었다(조호대， 2003). 인적재난은 1993년 국무총 

리령 제280호 ‘재해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훈령’을 기반 

으로 1 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 인위재난관리의 논의 

를 시작하여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1995 

년 8월 재난관리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재난관리법에 의 

하여 안전대책위원회， 사고대책본부， 긴급구조본부가 설 

치됨으로써 인위재난에 대한 대응체계가 비로서 갖추어지 

게 되었다. 그러나 재난에 대한 국가적 법 및 제도적 정비 

흔}국재난관2/표준흑학 논문즙/ 제1권 제1호 

에도 재난이 반복하여 발생하였으며 발생된 재난에 대한 

수습과 대책은 만족한 결과를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호F국 

방재협회， 2006). 

2003년 2월 대구지하철방화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누적 

되어 온 재난관리 대응능력과 수습체제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행정자치부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이 

설치되었다 또한， 2004년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4년 6월에는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l과 3국 

체제의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었으며， 2005년 l월에는 자연 

재해대책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소방방재청의 개청으로 그 동안 재난유형별로 각각 별 

도로 관리하던 재난을 통합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에 대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소방방재 

청은 재난관리의 4단계인 재난 예방(prevention)， 대비 

(preparedness ),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에 서 대 비와 

대응단계의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재난에 대한 준비상태 

와 재난발생 후 효율적인 수습과정에 중점을 둔 기구이다. 

따라서 재난예방과 복구기능은 기존의 담당부서가 소관부 

처별로 맡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재난의 대형화와 그 피 

해규모의 천문학적인 증가는 이제 재난의 발생 후 그 수습 

과 복구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자체를 감소시키는 재난예 

방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김동욱， 2003). 

2.1 재난 • 안전관련 체계도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현재 재난및안전관리기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체계는 심의기구， 수습 

기구 및 긴급구조기구， 그리고 상설 재난관리행정조직 등 

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와 관련된 심의기구는 

국가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관계부처간의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 재난 

관리 수습기구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펼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 

고 있으며， 긴급구조기구는 재난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의 총괄·조정， 긴급구조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련 체계도는 

그림 l과 같다(중앙안전관리위원회， 2007). 

2.2 재난관리의 조직체계 

재난·안전관련 조직은 중앙단위와 지방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단위의 재난관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수행하 

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재난의 대비 대응·복구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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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주무부처장관 

정부합동해외 
재난대책지원단 

(해외재난시 중앙본부뺑| 구성) 

중앙수습지원단 

(중앙본부{k>1 관련전문가로 구생) 

상황총팔 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 반 

미 상지윈반 

자원봉사지윈반 

공 보지웬만 

그림 1. 재난안전관련 체계도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 

그림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도 

역할을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재난유형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사전심사을 하는 중 

앙안전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대규모 재난시 예방대 

비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과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 

게 제반조치 요청을 수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운영체계도는 그림 2와 

같다. 주무부처의 장이 본부장으로 구성되며 소관 재난관 

리 업무의 총괄 조정 및 집행 기능을 하는 중앙사고수습본 

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단장을 지명 선임하고 관 

계 중앙기관， 관계기관 및 단체 소속 공무원 전문가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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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구성하며 해외재난 긴급구조 및 사상자 신원확인， 부 

상자 치료， 시신안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합통 해외 

재난대책 지원단，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 

간 전문가로 단원을 구성하며 재난발생지역의 책임자인 

지역본부장 등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 

고 또는 조언 등의 기능을 하는 중앙수습지원단， 소방재청 

장이 지명하는 자를 단장으로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단원을 구성하여 피해조사 및 피 

해원인 분석 등을 하는 중앙합동조사단 및 국가 긴급구조 

대책의 총괄조정 및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통제 등의 역 

할을 하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으로 구성된다(중앙안전관 

리위원회， 2007). 

지방단위의 재난관리는 시 도지시를 위원장으로 딩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수 

행하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관할구역내의 재난대책의 총 

괄조정 및 집행 등의 기능을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시 도지사가 지명하는 단장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단원을 구성하여 피해상황 조사 

및 총괄조사표재난조사서 대장 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 

는 지역합동조사단 및 지역긴급구조 대책의 총괄·조정 및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통제 등을 하는 지역긴급구조통제 

단으로구성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 

통령령이 정하는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 

난관리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재외공관， 국립 

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소， 지방체신청， 국립검역 

소， 유역환경청 등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기타 소 

방방재청장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펼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로 구성 

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계 

획 수립·시행， 안전관리헌장을 관련시설 또는 지역에 상시 

게시，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에게 제출，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 통보， 안 

전관리계획 세부집행계획수립 등과 기타 사항 및 시장·군 

수구청장，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 하에 응급조치 

실시 및 협력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행정안전부， 2008). 

2.3 재난의 운류 및 관련 법 체계 

재난관련 법체계는 재난의 예방 대비-대응복구에 관한 

기본원칙과 공통적인 내용을 규정한 법률(‘04 .6 . 1 시행)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재난의 분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저1 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를 자연재난으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 

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인적재난으로 에너지 통신·교통금 

융의료·수도등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전염병 확산등으 

로 인한 피해를 국가기반체계 보호로 규정하고 있다(행정 

안전부， 2008) 재난 유형 별 관련법은 첫째， 자연재난은 자 

연재해대책법(‘05. 1.27 전문개정)에 의하여 풍수해·설해·지 

진해일·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 

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 둘째， 인적재난은 시설물안전관리 

에관한특별법(시설물붕괴)，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 교 

통안전법(교통안전)， 대규모화재(소방기본법) 등 재난유형 

별로 관계 부처에서 해당 재난을 총괄하는 개별 법령을 운 

영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재난인 국가기반체계 보호체계 

는 별도의 법령이 없이 국가위기관리지침(대통령훈령)을 

제정·운영하고 있다(조원철， 2003). 

소방방재청 소관 법률은 표 l과 같다. 국가 최초의 재난 

관리 전담기구로 출범한 소방방재청은 ‘헌법 ’ 제 34조의 규 

정에 기초하여 ‘민방위기본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등 1 9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안전문 

화의 활성화 및 방재교육에 관한 법률 등 10여개 법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조직과 기능 

을 설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서는 안전관리정책， 비상 

대비， 민방위， 소방과 재난관리 업무에 대하여 소방방재청 

과 행정안전부 간에 상호 보완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 산하의 비상기획위원회를 통합하 

여 비상대비， 안전관리정책， 민방위 및 재난관리 제도에 

표 1. 소방방재청 관련 법제도 

구분 소방방재청 관련 법 

민방위 ( 1 ) 민방위기본법 

자연인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소화천정비법， 유선 및도선사업법 ，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재 
재난( 1 0) 해경감을위한기 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 재해위험개선사업 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 풍수해보험 법， 지친재해대책법 

소방(8)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률， 소방공무원법， 대한소방공제 
회법， 의무소방대설치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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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소방방재청은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과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이는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에서 민방위， 소 

방과 방재 등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되 청 

급기관으로서 할 수 없는 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비롯하 

여 법령빌의 등 제도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토록 하 

여 민방위 업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민방위기본법상 모든 민방 

위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장토록 규정하고 있 

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 

안전관리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협조를 

받아 각종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부처 총괄 

조정 기능 등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재난의 개념은 종전에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이원화 

사용되어 온 개념을 통합하여 ‘재난’으로 일원화하고 에너 

자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 마비와 전 

염병 확산 등의 피해를 ‘재난’의 범주에 포함(사회적 재난) 

재정립하여 소방방재청은 사회적재난 이외 각종 재난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행정안전부는 사회적재난 

업무를 전담하고， 기타 재난관리 업무 중 소방방재청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처 총괄 조정기능 및 법령제도 기능을 

수행하도록하고있다 

자연재해 대책법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비상대처 

계획， 자연재해저감연구개발， 복구비 선지급 등 근원적 재 

해 예방 및 복구제도 개선을 위한 29개의 신규제도를 획기 

적으로 도입하여 예방 위주의 과학적 선진 방재정책을 적 

극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3. 재난관리체계의 표준화 현황 

3.1 표준의 이해 

표준은 일반적으로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 

에 의해 승인되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을 성취 

할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시용을 위한 규정을 말 

한다. 표준화(Standardization)란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활 

용하는 조직적인 행위로 정의된다 표준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표준은 사회 경제적 

인 효율을 제고하는 수단이 된다. 표준은 자원에서 제품이 

나 서비스로 변환시키는 모든 과정에 적용되어 생산의 효 

율을 증가시키고 품질의 향상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 

를 가지며， 둘째， 표준은 산업기술기반이 된다 성숙한 기 

술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정보기술·멀티미디어 뻐rv DVD 

등 신기술에 대한 선행적 표준화는 산업기술발전의 기반 

이 되며， 셋째， 표준은 교역증대 및 무역 자유화의 기반이 

된다 표준의 부합화와 이를 통한 상호 인정은 무역 증대 

및 경제 통합의 전제조건이 된다(기술표준원， 2006) 표준 

화란 일반적으로 시물에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다수 

의 사람들이 이 원칙에 따라 활동함으로써 편리와 이익을 

가져오는 조직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 기준이라 

는 것이 바로 표준을 의미하며 이러한 표준은 과학기술 

및 경험에 대한 총괄적인 발견 사항들에 근거하여야 하며， 

공동체 이익의 최적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표준은 우리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으면서 드러나지 않게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가 매일 시용하는 가전용품에서부터， 인터넷， 도로 표시판， 

교통신호 및 책과 복사지의 사이즈 등 표준이 적용되지 않 

는곳은없다. 

표준의 가장 큰 효과는 호환성 (Compatibility)이 가져오 

는 네트워크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외부효과는 Altì'ed 

Marsha ll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Kat양} Shapiro에 의해 구체 

화되었으며 Arthur 등에 의해 표준의 수확체증효괴를설명 

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기술표준원， 2006). 표준으로 인해 

제품의 호환성이 이루어지면 제품에서 오는 효용은 그 제 

품이 속해있는 다른 사용자의 수에 의해 비례하여 증가하 

게 된다. 표준은 또한 생산 공정의 혁신을 통한 규모의 경 

제 (scope of economy)를 가능케 하고， 판매 경 쟁을 가속화 

시키며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매출 증대를 가능케 한다 

표준용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 및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 

를 일률적으로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매 

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표준은 

기술혁신을 가속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경쟁 전 단계 

에서 사실상의 표준이 형성되면 기업의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많은 기 엽들이 첨단기술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통 

한 사실상의 표준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최근 첨단 산업과 정보통신， 전기전자 분야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이울러 제품의 품질， 건강， 안전 등의 분 

야에서의 표준은 생휠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을 윤택하 

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는 표준의 공공재 

적인 성격에서 유래하는 데， 사회 전체적 목표를 달성 하 

는 데 표준이 기여하는 정도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 끝으로 국제표준은 국제 교역의 활성 

회를 촉진하며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세계시장의 평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발전 

에 기여힐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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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제 재난관리의 표준화 동향 

Is o rrc 223은 200 1 년 설립되었으나 한 번도 회의를 하 

지 않은 채로 휴면상태로 있었다 그림 3은 ITC 223의 조 

직도를 나타낸 것이다. 2004년에 lSOrrMB(기술관리위원 

회 ) 보안지문그룹(AGS; Advisory Group on Securi ty)은 활 

동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 TC 223을 활성화 시킬 것(간사 

국을 러시아에서 스웨덴으로 변경)과 시급한 비상대비 표 

준 개발을 위해 IWA(Intemational Workshop Agreement)방 

식의 개발을 권고하였다 2006년 4월 이탈리아 플로렌스 

에서 ‘재난관리 표준화에 관한 IWA’가 열렸으며 회의 결 

론으로 관련 표준화 활동을 TC 223에 일임하여 IWA 활동 

은 종결되었다. 한국은 TC 223의 P-Member로 2006년 가 

입하였다(이영재， 2007). 

TC 223은 2006년 5월 스웨댄에서 제 l차 총회가 개최되 

었으며， 2차 회의는 태국방콕에서 2006년 11월에 개최되 

었고， 2007년에는 5월 미국 올랜도에서 제3차 회의가 개최 

되었다. 2007 1건 11월에 네덜란드에서 제4차 회의가 개최 

그림 3. I80fTC 223 soc용떠l 않ruity의 조직체계도(180fTα23， 

2007) 

되었으며， 2008년 5월에는 호댁 서울에서 저15차 회의가 개 

최될 예정이다 TC 223은 종전의 민방위 지향에서 사회안 

전보장인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향하는 활동으로 방향을 

변경하였으며 TC 223은 위기관리 국제표준화 추진 주관 

기술위원회로 선정되어 미국， 영국， 일본， 이스라엘 및 호 

주 등의 표준을 기초로 재난관리 국제표준을 도출하기 위 

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표 2는 외국의 재난관 

리 표준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TC 223에서 담당하는 표준범위는 사회안전보장으로 사 

회의 전반적 안전으로서 재난관리(Emergency Management) 

와 사업 연속성 관리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를 포 

함한다. 표준내용 측면에서는 자연재해， 인위재난 및 기술 

재난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표준용어 측면에서는 비상 

계획 (Emergency Plan), 재난관리， 사업연속성관리를 모두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재난관리표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험인식， 경고， 안내， 완화전략， 영향분석， 자원활 

용， 예방， 복구， 훈련， 평가 등의 모든 요소를 반영하고 있 

다. 미국， 영국， 호주 및 일본 등 방재 선진국은 국제 재난 

관리표준에 자국에서 제정한 표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치 

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회의에 참석 

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펼요가 있다. 

그림 4는 TC 223에서 ISOIPAS 규격으로 개발된 IPOCM 

(Incident Preparedness Operation Continuity Management)의 

개념도이다. TC 223의 사회안전 표준은 WG I 에서 재난관 

리 프레임워크， WG 2에서 용어， WG 3에서 지휘·통제협 

력·조화 등의 시스댐 표준으로 개발되고 있다. 

미 국은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 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6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 

고 있으며， NFPA는 세계적인 비영리규격과 표준기관으로 

서 미국국가표준연구소(ANSI)에 의해서 승인된 표준개발 

표 2 외국의 재난관리표준 개발 현황(이엉째 ， 2006) 

국가항목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규격번호 NFPA 1600 BS 25999-1 미정 HB 22 1 HS2-0142 

적용범위 
위기/재난관리 및 

사업연속성 관리 사업연속성 계획 사업연속성 관리 보안시스댐관리 
사업연속성관리 

제정기관 NFPA BSI JISC SA SII 

‘ 04년 (2ndEd.) 
PAS 56:2003 

제정년월 =>BS 25999- 1 로 ‘ 06년 2월 ‘ 04년(2ndEd.) ‘ 06년 2월 
=>‘07년 3rdEd 발행 

‘ 06년 제정 

형태 ANSI 표준 
시방서 (PAS)에서 국제표준으로제안 

핸드북 White paper (백서 ) 
BS로추진중 추진중 

재난/위기관리 및사업 
사업연속성관리 프로세스， 조직의사업연속성관 위험관리측면에서사업 

조직의 보안성능개선 

연속성 프로그램에 대 과재해와관련된보안 
주요내용 

한일반기준규정 
원칙，용어， 관련활동 ，권고 리에 대한일반원칙 연속성프로세스에 대 

시스템 확립에 관한사 
=>EMA으로활용 

사항및평가기준규정 규정 한내용규정 
항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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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무수톨 

100% 

IPOCM 도일/시엉 전 
IPOCM 도밑/시영 i 

~~ 

그림 4. ISO/PAS IPOCM의 개 념도 

/' 

댈펼략}--

그림 5. NFPA 1600 표준체제(한국비시피협회 ， 2006 )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또한， 화재 및 기타 위험에 대응한 

생명보호， 건축， 전기에 관한 체계적인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NFPA， 2004). 그림 5에 나타낸 NFPA 1 600은 ‘재난관 

리체제/응급관리체제와 사업연속성확보체제의 표준’으로 

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단체에 산업표준 

으로적용되고 있다 

NFPA 1600은 물리적 핵심기반시설의 원활한 복원， 인력 

의 건강과 안전， 위기 전달체계의 업무절차 수립， 단기적 

복구와 장기적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구조로 수립 

하였다.2004년도 판인 NFPA 1 600은 미연방재난관리청인 

FEMA, 미국국가표준연구소인 ANSI, 미국재난관리자협 

회인 NEMA, 세계재난관리자협회인 내EM어l 의하여 승인 

된 표준이다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추진에 

관한 경쟁구도 속에서 미국 국가표준인 ANSIINFPA 1600 

을 소개하여 선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구 

사하고 있으나 일본으로부터 NFPA 1600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 

영국의 재난관리표준은 영국의 국가표준기관으로서 기 

업과 사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표준과 표준화솔루 

션을 개발하고 있는 BSl(British Standards lnstitution)에 의 

하여 제정되었으며， BSI는 1 901 년에 설립되었고 현재는 

100여국에 걸쳐서 2， 1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 표준화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관리제도와 상품 

에 대한 인증을 시도하며 민간， 국가， 국제 표준을 개발하 

고 표준과 국제무역에 관한 정보수집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은 BS 25999 코드를 국제 재난관리 표준규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단위의 조직에서 사업운영 

및 사업운영의 연속성에 대한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S 25999 코드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BS 25999-1은 조 

직내부에서 사업연속성을 이해， 수립， 집행하는 기초로서 

B2B와 B2C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BS 25999-2는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위기에 대응하 

기 위하여 공문화된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제도를 수립， 운영， 모니터링， 검토， 유지 및 개선하는데 필 

요한 요건으로서 구체적인 조직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속성조정 (continuity contro l)의 집행을 강조하고 있 

다 BS 25999 코드는 제3자 인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 

에 타국들이 새로운 제3자 인증용 시스템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일본은 법률과 조례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위한 안전보장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 대한 

표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SANYO 니가타 공장의 화재발 

생으로 인하여 일본전역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재난관리 

표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미국 NFPA 1600보다 영 

국 BS 25999 코드를 더욱 선호하고 있으나 BS 25999 코도 

가 여전히 저13자 인증용 표준이기 때문에 일본은 영국 표 

준에 대해서도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2006년 4월 이태리 플로렌스에서 개최된 1 SO(l ntem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WA(lntemationaI Workshop 

Agreement)가 도출한 재난대비 토대수립의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Framework on Emergency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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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BCM Lifecycle-Good Practice Guidelines(BCI,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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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dness)을 국제표준으로 지지하고 있다， 표 3 중앙행정기관 평가지표 분류표준(안)(이영재 등， 2(07) 

3.3 국내 재난관리표준화의 동향 

한국은 2006년 TC 223에 가입하여 국제 표준화 활동을 

시작하였다. 국가 표준화 기관인 기술표준원은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 간사기관인 한국비시피협회 및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국내 

국가 재난관리표준의 제정과 이의 국제 표준에 반영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일본은 이러 

한 국가들의 표준 중에 자국에 보다 알맞은 표준을 지지하 

고 있는 것을 고려하띤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기초하여 일 

본과 같이 우리에게 보다 알맞은 국적의 표준을 연구하여 

선택， 수정， 지원， 토착화할 펼요가 있다. 국제 표준화는 빨 

리 시작하는 국가가 이득을 향유할 수 있음으로 소방방재 

청 차원은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하게 국제 활동 

을전개할필요가있다. 

국내의 표준에 관련된 법적근거는 먼저 표준을 헌법 

127조 저12항에서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라고 

헌법에서 규정하여 국가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 

며，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을 제정하여 산업표준 

심의회， KS인증제도 및 제품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관리표준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행하는 사전에 정해진 절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재난관리표준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 제 l항에서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업무의 효율 

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난관 

리의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에서 재난의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행정절차 등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정안 

전부， 2008). 즉，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국가 재난관리표준 

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각각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제한 

된 목적으로 일부 재난관리 표준화를 수립하여 재난관리 

업무에 사용하고있다.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엽무를 평 

가하고 환류시켜 효율성을 증대하고 평가과정을 통하여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재난관리 

체계 등의 평가대상은 중앙부처를 포함 재난관리책임기관 

전체이며 각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할 부분에 대한 항 

목으로 명가지표를 구성한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재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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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님rTET 중분류 

행정 

기관역량 행정，재무，리더쉽 재무 

리더쉽 

재난예방 
재해요소분석 재해관리 

재해경감 재해경감프로그램 

조직구성 

역할，책임，권한 

재난대비계획 표준업무분장 

재난대비 표준행동요령 

인명피해 최소화 

협력지원체계 유관기관긴급지원체계 

교육및훈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얼러트(A l ert) 홍보 

재난대응 상황관리 지시 및통제 

운영및절차 재난상황실운영및절차 

리평가에 NFPA 1600 등 선진 외국의 재난관리표준을 고 

려한 지침을 개발 사용함으로써 재난관리평기를 통한 재 

난관리 업무 선진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영재 등， 

2007). 표 3은 중앙부처 재난관리평가를 위한 중앙행정기 

관 평가지표 분류표준(안)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국가 재 

난관리 고도화사업의 시군구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관리업무 표준화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표준화작업도 재난관리 표준화의 업무라 할 

수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주체인 민간기업은 태풍， 호우， 지 

진 등 자연재난으로 부터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활동 유지 

를 위한 예방 대비 능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10 

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화재로 인한 피해 

의 10배 수준이고， 그 규모 또한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자 

연재난으로 부터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재해경감을 위한 

제도는 전무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기업에 대한 재 

난대비 실태를 분석하고 선진 외국의 민간기업 지원활동 

및 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기 업 재난관 

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에 대한 화재산업안 

전， 위험물질， 식품위생 및 여객운수 등에 대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는 제도화 되어 있으나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의 피해경감 관련제도는 없어 기 업주가 피해를 감 

수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기업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를 줄이기 위하여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 

관한법률이 2007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장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 

한 재난관리표준을 제정 고시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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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보급할 예정이다 기업의 재난관리표준에 의하여 기업 

의 재난관리활동을 유도하고 기업은 재난관리 표준을 토 

대로 스스로 재난관리 활동 수행을 위한 계획수립， 재난관 

리활동 실행， 활동의 평가 및 활동 수정 등을 이행함으로 

서 기업의 자율적 재난관리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다(소방 

방재청， 2007) 

4. 결 료: 
‘-

우리나라는 국가 재난관리표준의 규격화 방안이 수립되 

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소방방재청을 포함한 재난관리책 

임기관에서는 표준화되지 않은 개별적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 

는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를 고잘하고 국제 표준화 동 

향 및 방재선진국의 재난관리표준화 활동을 국내 재난관 

리표준화의 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소방방재청이 개청 

되면서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 민간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니 대규모 

재난， 재해발생시 기상청， 건교부 및 소방방재청 등 각 기 

관별로 대응하는 등 향후 기능적 통합대응을 위한 법제도 

의 개선이 필요하다 

(2) 우리나라는 국가 재난관리표준이 제정되지 않아 재 

난관리책임기관은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하여 재난관리 활 

동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재난관리 분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비용 지출， 개별적 제도와 지 

침에 의한 혼란， 재해시 범 국가적 업무협조와 통합대응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과 같 

은 방재 선진국은 자국의 재난관리표준을 제정하여 재난관 

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자국의 재난관리표준을 

국제 표준화 하기위한 활발한 국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3) 우리나라에서 표준은 헌법 1 27조 제2항에서 국가의 

중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관리표준은 재난및안 

전관리기본법 제74조 l항에서 재난관리 활동을 위하여 개 

발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해경감을위한 

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의 재난관리 

표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역량평가 및 시군구재 

난대응시스템의 엽무표준화 등에서 재난관리관련 표준화 

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가 재난관리표준이 제정되지 않아 

각 업무별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4) 재해는 우리 주변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재난관리표준의 국제적 인 흐 

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의 표준화가 빨리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관리시스뱀 

의 표준화를 위한 국가 재난관리표준의 제정과 재난관리 

표준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칭 재난관리표준법’ 

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동욱 (2003)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 재정립 방안，행개련토 

론회 ， 행정개혁시민연합， pp. I-1 5 

기술표준원 (2006) 표준의 이해와 표준화 정 책방향， 산업자원 

부， p.62 

소방방재청 (200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법률. 

이영재 (2006) 위기관리， 생능출판사， 서울， p.438. 

이영재 (2007)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의 표준행동지침 연 

구， 기술표준원， 서울， p.171 

이영재외 1 2명 (2007) ‘ 07년도 재난관리체계 동의 평가방법 연 

구， 소방방재청， 서울， p.54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007) 2007년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중앙안전관리 위 원회 , 서 울， p.2057 

조원철 (2003) 행개련 토론문 요지，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pp.46-49 

조호대 (2003)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난관련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공법학회 

아태공법연구， 11(1), pp. I77-209. 

한국방재협회 (2006)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과정-재난체계및 

지원자원관리시스템， 한국방재협회 

한국비시피협회 (2006) 재난관리사 교육과정 교재 제3권， 한국 

비시피협회， 서울， p.36 1. 

행정안전부 (2008)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

BCI (2005) Good Practice Guidelines-A Framework for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Business Continuity Institute. 

ISOπC223 (2007) lSOIPAS IPOCM(lncident Preparedness Oper

ation Continui ty Management), ISO ‘ 

FPA (2004) NFPA 1600 standards, NFPA. 

Jourr검" 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 Sec，αity. Vol 1. No.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