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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실행계획(HFA)을 기초로 한 재난관리의 국제화 전략 

효/국재난관2/표준한희지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열대성 저기압의 대 

형화 퉁 악기상이 빈번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는 집중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 뿐 만 아니라 산사태， 

가뭄， 대설， 폭염， 해일 동으로 그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전 지구의 평균 지면온도가 지난 세기 

동안 약 0.6도 상숭하였고 극지방의 빙하지역이 1 950년 

대 이후로 약 1 0~ 1 5% 감소하는 둥 세계 곳곳에서 그 피 

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집중 호우 

나 대규모 폭풍과 같은 극심한 강수 현상이 빈번하게 발 

생하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과집중 

호우의 발생 이 증가하고 있다. CRED(Cenσe for Rese앙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에 의하면 1 975년부터 

2006년까지 세 계 의 자연재 난 발생 건수 중 37%가 아시 

아에서 발생하였으며， 사망자수는 126만 여명으로 세계 

사망자 수의 57%를 차지 하고 그 피해 액은 무려 565조에 

달하고있다. 

이전까지 우리의 방재정책은 재해원인의 과학적 분석 

을 위한 R&D차원의 접근 미흡， 경제성장위주의 국가운 

영체제 유지， 중앙 집중적 재해정책의 추진，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관료주의 한계 및 전문성 미흡， 지역주 

민의 방재의식 결여 동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가올 미래 환경에 미리 대비하기보다는 사후 

복구 중심의 방재정책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었고 재난 

관리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각종 대 

안마련이 미비하였다. 이는 1 960년대 이후부터 추진된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인구 

와 시설의 집중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과 재난이 지나치게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정부 주도형 행정패턴은， 풍요로운 

삶의 질을 전제로 개인마다 다양한 생활양식과 가치를 

자유롭게 선택해 추구하는 개인존중， 인간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전환됨에 따라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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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의 때턴 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의 한계 

IPCC(lntergovernrn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 

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없이 현재에 머무른 

다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후현상 

의 증가와 이로 인한 홍수와 가뭄 동 자연재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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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싫행계획(t-FA)을 기초로 한 재난관리의 국제화 전략 

실에 비추어 국제적인 방재전략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 

의 국제방재전략에 대해 본 고에서는 기술하고자 한다. 

11. 우리의 방재 정책은 

우리나라의 그간 전반적인 방재 모습을 살펴보면， 각 

각의 유관기관이 분산되어 재난관리를 수행하였다. 수자 

원 및 토지이용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며 ， 보건， 

환경， 교육，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 

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퉁에서 담당하였다. 다 

행히 재해관련 국가지휘체계로서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 

방방재청 개청을 통해 실질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 

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 발 

생하는 모든 종류의 자연재해를 다루고 있다. 소방방재 

청은 대변인실， 재난상황실， 기획 조정관， 예방안전국， 소 

방정책국， 방재관리국으로 구성되어 각종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전략 및 대응 체계를 구성하여 국가의 방 

재 역 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재해위험지도 작성 퉁을 

위해 재난 감지 및 경보시스댐의 적용성을 연구하는 퉁 

다양한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해 취약 지구 

관리를 위해 태풍， 홍수 퉁이 발생하였을 때 침수， 붕괴 ， 

고립 동의 위험이 있는 600여개 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형태， 등급， 관리주체， 규모 동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조기경보 시스댐으로는 전국 40여개 지 

점에 자동경보시설을 설치하여 풍산객이나 야영객에게 

사이렌을 울려 대피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 

며， 전화나 스피커를 통해 주민에게 재해 상황을 얄리는 

자동음성경보시스템도 230여개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처럼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재해피해를 줄 

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함 

이 있으며 홍수， 산사태 풍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구 

역 안에서도 몰래 머무르는 동산객이나 야영객이 아직도 

있는 실정으로 대민 교육 및 자발적인 참여가 더욱 필요 

하며， 국제적 재난관리 전략을 통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 재난관리 체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러한 국가 

적 방재문제와 개개인의 안전문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국제적인 움직임 

이 진행되고 있다. 

川. 요코하마전략이후 국제방재 정잭 

1987년 1 2월 11 일， 제 42차 UN총회에서는 1990년대를 

제1권 제3호 2008던 9윌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국제 107H 년(lDNDR， lntemational 

Decade for Natural Disaster Reduct ion)으로 지 정 하였 다. 

IDNDR은 날로 증가송}는 자연재해를 처감시키기 위해 과학 

및 공학적 대책 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연재해를 저감시 

킬 수 있는지 시도해보자는 것이었다. 물론 1990년대 이 

전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이미 자연재해로 인해 심 

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IDNDR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켜보자는 의미가 컸으며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 

리에서 재해예방으로 초점이 바뀐 것에 그 의의가 있었 

다. IDNDR 중간평가를 위해 1 994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자연재해저감 세계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세계대회에 

서 요코하마 전략(Yokohama Strategy for Safer World: 

Guidelines for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reparedness 

and Mitigation)이 채택된다. 요코하마 10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성공적인 방재정책 및 대책을 위해 위험도 평가가 필 

요하다. 

- 자연재난구호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연재난 

방지와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 

- 자연재난방지와 대책은 국제간， 지역간， 국가 개발정책 

과개발계획단계에서 종합적으로고려되어 져야한다. 

- 자연재난방지， 저감， 완화는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 효과적인 자연재난대책을 위해 통신을 이용한 조기 

경보와전파는주요한요소이다. 

- 지역정부로부터 국가정부， 국가 간 협력과 참여를 통한 

자연재난방지 대책이 가장효과적이다. 

- 적정 대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취 

약도는줄어들수있다. 

- 방재기술의 공유필요성을 국제사회는 수용해야하며，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된 방재기술을 자유롭게 이용가 

능하게 하여야한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보호는 기아해결과 함께 자연 

재난방지에서 필수적이다. 

-각 국은 그 나라의 국민과 시설 동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며 국제사회는 선도적 방재정책 둥을 실현하고 

후발국을 지원해야 한다. 

1 0개 주요 원칙에 기초한 위 전략은 국가별， 지역별， 

국제적으로 실행계획이 수립실행되었으며 향후 10년간 

국제방재업무의 청사진으로 그 역할을 하였다. 요코하마 

전략을 완성하고 2 1세기에 대비한 방재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재해처 감을 위 한 세 계회 의(WCDR， Wor1d Conference 

on Disaster Reduction)가 유엔재해경감을 위한 국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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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근·박윤영· 오정림 

(UNIISDR, lntem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주관으로 2005년 I월 1 8~22일 일본 고베에서 개최되었다 

재해위험도 저감에 초점을 맞춘 각종 활동들이 정부차원 

에서 진행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목적으로 2005-2015 

효고실행계획야fFA， Hyogo Frarnework for Action 2005-2015 

Building the Resilience of Nations and Communities to 

Disasters)이 채택되어 2 1세기 초반부터 진행되어야 하는 

각종 계획과 전략， 실행 우선순위， 전략 및 예상 결과들 

이 논의 되었다. 이 회의의 중요성은 특히 2004년 1 2월 

26일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더욱 강조 되었다. 또한 2005년 10월 파키스탄 

지진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방재활동에 더욱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처 간 방재기 

술정책에 관한 조정과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를 통해 과학기술분류의 표 

준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전까지 국가 고유 업무로만 생 

각되던 재난관리 분야가 국제표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IS0 TC 223 (lntem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223)에서 주최하는 회의가 매년 2회 

에 걸쳐 열리고 있으며 우리학회가 설립된 취지도 이러 

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223기술위원회에서는 

이전까지 국가별로 관리하던 안전 및 재난 분야의 기술 

표준을 독립된 번호를 부여받아 국제표준으로 관리하겠 

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위해 

서는 우리나라 역시 방재기술의 기술사업화가 필요하다. 

방재 기술 분야의 진흥체계 구축과 중점 연구개발 영역 

의 선정을 통한 연구개발 추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방재관련 전문 인력 양성 퉁 방재기술개발 인프라 확 

충， 기술개발 결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기술사업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IV. 효고실행계획에 따른 국제전략 

유엔 총회에서 재난위험감소를 위해 2005년에 승인된 

효고실행전략은 현재 80개국 이상의 국가가 구체적인 재 

난감소 조치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국의 강령 및 기 

타 국가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강화했으며， 3대 전략 

목표 및 5대 실행 우선순위， 4대 다분야 문제를 다루고 

있다(표 1) 효고실행전략은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의 사 

회， 경제 및 환경자원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하여 장기적인 

개발 정책 및 계획수립과 재해위험도 저감(Di saster Risk 

Reduction)을 위해 3대 전략 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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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효고실행계획 (HFA) 

- 지속가능한개발정책 및 계획과재해위험도 
저감의통합 

. 3대 전략목표 
- 재해요소에 대한내성확보를위한제도，메커 
니즘，역량의 개발및 강화 
-응급준비，대응 및 복구계획 실행에 있어 재해 

위험도저감의 체 계적 웅용 

- 제도적 관점에서의 전략 

. 5대 실행 
-위험도 및 조기경보 구축 관점에서의 전략 

우선순위 
- 안전문화및교육강화관점에서의전략 
-근본적인 재해 위험도저감관점에서의 전략 

-효율적인 대용올 위한재해준비 관점에서의 전략 

- 복합재해의 접근 
. 4대 다분야 - 남녀 평퉁 및 문화적 다양성 
문제 - 지역사회 및 자원봉사자참여 

- 역량확보및 기술이전 

5대 실행 우선순위 중 첫 번째 행동 전략은 제도적인 관 

점에서의 전략으로 재해위험도저감의 수행이 강력한 제 

도적 기준과 함께 국가적， 지역적으로 우선 되도록 보장하 

는 것이다. 국가정책과 지역체제가 재해위험도저감에 대 

한 책임을 공동으로 가지며 재해위험도저감 계획과 활동 

이 모든 행정 단계에서 수행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권력과 자원의 위임을 통하여 

공통사회참여 및 지방으로 권력과 자원 분배가 보장되어 

야한다 우리나라 및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이란， 일본， 요르단， 몽골，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태 

국과 같이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재난 관리를 위한 강 

력한제도적 기반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 행동 전략은 위험도 평가 및 조기경보 구축에 

관한 전략이다. 위험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위험의 종류와 강도가 계속 

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 

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심각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는 지진， 해일， 태풍 동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조기경보시스댐 개발이 지역적， 국가적으로 필요하며 장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재해에 대해서도 환경 모니터링 

차원에서의 조기경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재난에 대해 지역적， 국가별로 위험 지도(ri sk map) 및 위 

험 분석 기법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위험 정보들이 각 

층의 기관에 의해 수집되고 배포 되어야 한다. 

세 번째 행동전략은 안전문화 및 교육 강화 관점에서 

의 전략으로 교육 및 훈련 지원을 위한 지역 체제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인사와 교육 훈련 기관의 

임원， 비정부기구 직원， 현지 지역 사회와 재해 관리 요 

원에 대한 지역적 협력 체제를 구성해야하며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위험은 세계적으로 그 피해가 

흔}국재난관2(표준학희';7;/ 



효고실행계획(I-FA)을 기초로 한 재난관리의 국제화 전략 

교차하기 때문에 지역 및 국제 협력을 통해 기존의 개별 

협약과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퉁 지역 및 글로벌 협력 강 

화가절실하다. 

네 번째 행동전략은 근본적인 재해위험도저감 관점에 

서의 전략으로， 위험을 증가시키는 재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토지 개발， 산업 발전， 건축 공 

사 등이 재해의 보편적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해 

의 근본 원인의 이해를 토대로 대책과 관리 도구를 개발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료 시설과 학교 건설 

시에도 위험 방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해위험감 

소 요소를 감안한 환경 및 천연 자원 관리 정책이 수립 

되여야 한다. 이외에도， 공공 기관 및 민간단체가 협력하 

여 농촌지역 개발 계획과 주요 사회기간망의 보호， 생태 

시스템 및 환경 관리에서도 위험요소의 저감과 연계하여 

시행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행동전략은 효율적인 대응을 위 

한 재해준비 관점에서의 전략이다 모든 조직 인사와 자 

원 봉사자는 재난 대웅 과정에서 효율적인 재난 대응 임 

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술적 역량과 재난 대비 능력을 충 

분히 지녀야 하며， 독립적인 조치를 완수하고 조치 결과 

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러한 효고 실행 전략은 정치적， 제도적 관점아래 재 

해위험 경감을 정치적 우선순위로 격상시키고， 필요한 

자원을 분배하고， 실행을 강화하며， 시민과 개인의 참여 

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참여， 강력한 제도， 효율적 

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효율적인 재해경감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명확한 역할 분 

담 및 책임 분배가 필요하다. 

제1권 제3호 2008던 9월 

M 효고실행계획에 따른 우리의 재난관리 방항 

소방방재 청 은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와 협력 체제를 유지 하고 있으며， UNIISDR, 아 

시아재해경감센터 (ADRC)， WMO-ESCAP 태풍위원회， 한일 

방재위원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지역회의 등과 국제협 

력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2008년 3월 3 1 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UNIISDR, 소방방재청， 인천시 간의 양해각 

서를 체 결하고 UN/ISDR 동북아시 아 지 역 본부/도시 방재 

훈련프로그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진행키로 

상호 합의 하였다. 국제 방재 공동체 흐름에 부응하기 위 

해 방재 기술의 사업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방재기술 분 

야의 진흥체계 구축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방재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등 방재기술개발 인프라 확충은 관 

건이라 하겠다. ISO 및 효고실행계획 (HFA)을 중심으로 

재난관리 및 재난관리 표준분야에서도 세계화의 가속화 

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개발의 아웃소싱 및 전략적 제휴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선진국과의 협력활 

동을 강화하여 재난데이터의 공유， 자연현상 규명의 공 

동연구 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 방재 공동체 개념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 성과 보급과 방재대책 

의 전수 및 방재사업 원조 풍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도 필요할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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