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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는 소방방재청과 부처 간 통계중복 및 연계성 부족으로 정책수립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 

며, 통계인프라가 빈약하여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한 통계관리 및 개발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분류체계를 통합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통계체제 정 립 안을 도출하고 통계지표의 개선 및 신규지표를 개 

발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통합 구축방안 마련에 있다 또한 유관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재센서스 실시방안, 통계 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정비를 통한 과 

학적 재난관리 정책수립의 환경을 조성하고 부처별, 재난 유형별 분산관리에서 통합형 통계관리로의 개선 및 공동 활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난유형별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액심용어 재난, 안전관리, 통계, 통합, 통계 D/B 시스템 

ABSTRACT The statistics of disaster and safety control which have been produced by NEMA(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d other related agencies have some problems which show redundancies and the lack of connections. 끼1ese problems can 

resul t in disbelief of disaster-management related p이1cies and cause uncertainties on standardization. One of the main problems 

is caused by the lack of an integrated system that can coordinate available statistical resources. The 。이ecti ves of this paper are 

to propose possible ways for the rearrangement of statistics categories, the improvement of statistics indicators and the integra

tion of statistics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ed on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inte

grated system for an efficient production of disaster and safety-related statistics,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more accredited 

di saster-management policies based on the scientific statistics and international standard. 

KEYW。RDS di saster, safety management, statistics, in tegrati on, data base system fo r disaster statistics 

1 . 서 로
 」

변식 재난관리에서 과학방재 등 재난관리 R&D 활성화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초자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 

었다. 행정관리측면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본다면 탁상 

행정에서 현장밀착형 재난관리로, 관주도에서 민관협력으 

로, 중앙의존에서 자율과 책임형 재난관리로, 공급자 중심 

에서 고객과 성과중심의 재난관리로 변화함에 따라 객관 

재난관리 업무흐름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본다면 

사후복구 중심에서 예방중심의 재난관리로, 전통적 재난 

관리에서 안전복지 등 새로운 재난영역의 발굴로, 임기응 

.소방방재정 국립방재연구소, 시설연구관(E-mai l : drpark@nema 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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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국가의 재난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다Oef한 통 

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가 수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의 신뢰성 확보와과학적인 자료생산의 중 

요성이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는 소방방재청에서 각 소관별로 통계를 생 

산관리하고 있으나, 발표시기가 상이하여 정책 활용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타부처 재난 및 안전분야통계 연계 및 공 

동활용 미흡, 통계 인력 빈약 및 관련예산 미반영,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통합관리체 

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분산 관리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 

관리 통계를 위해 통합시스랩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분류체계를 정 

립하고 통계지표의 개선 및 신규지표를 개발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통합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관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활용을 위한 법 제도 정 

비, 방재센서스 실시방안, 통계 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하 

고자하며 재난및 안전관리 통계정비를통한 과학적 재난 

관리 정책수립의 환경을 조성하여 부처별, 재난 유형별 분 

산관리에서 통합형 통계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내용 

을기술하였다. 

2. 본 론 

2 .1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현황 

국내의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작성현황을 살펴보면 소 

표 1. 소방방재정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작성현황 

통계자료명 
x「Lλ。‘ 작성 기초자료 최초 

주기 시기 작성기관 발행년도 

주요통계및 
I년 익년 6월 소방방재청 2004 

자료 

재해연보 l년 익년 II 월 시군구 1979 

재난연감 l년 익년 1 0월 
시·도및 1993 
중앙부처 

화재통계연감 l년 익년 3월 소방서 1976 

위험물사고통계 l 년 익년 3월 소방서 2005 

흔E국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제2권 제2호 

방방재청에서는 과거 내무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되어진 

각종 통계자료 발간 업무를 개청후 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재해연보, 재난연감 등 I O여종의 재난 및 안 

전관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대표적인 통계책자는 표 I에서와 같다. 우리나라에 

서 발생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통계는 재 

해연보에 상세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종 인적재난에 

대한 피해내용은 재난연감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소방방재청 이외의 기타 부 처청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 

리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추가 보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외의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중 일본의 작성현황을 살펴 

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방청’에서 대부분의 통계 

를 작성하고 있고, 기타 부·처·청에서 안전관리 통계를 주 

로 작성하고 있다. 국내 통계 DB 구축사례를 살펴보면 건 

설교통부에서는 국가교통 DB 센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는 교육통계정보센터, 노동부에서는 노동통계정보시스댐 

이 구축되어있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재난관리 정보 DB센 

터를 구축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 관리시스댐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DMS)’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FDS)’ 

이 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2009)에 따라 재난발생요인에 대하여 사전에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실제대형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수습 및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재난관리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은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시 도, 시· 

통계주요 내용 

。당해년도 소방방재청 주요현황과예방·소방·방재분야의 주요현 
황등을한곳에 집대성하여 기초분석 자료로활용하여 정보공유 
。주요수록내용 

- 기본현황 
- 정책홍보 
-예방안전 
- 소방정책 
-방재관리 

。당해년도자연재난발생현황 
(기간별, 시도별, 시군구별,수계별 등) 

0복구비지원내역 
(기간별, 시도별, 부처별 등) 

0과거자연재해상황통계등 

0당해년도 인적재난(8대 유형별 사고 및 기타재난통계 등)발생 
현황(기간별,시도별,원인별)및 재난관리 성과등자료 

0원인별,장소별 화재발생현황 
0 시도,지역별,소방서별 화재현황 
。 연간, 월별, 일별, 시간대별 화재현황 

。전년도의 위험물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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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는 물론 70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재난정보를 공 

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정보 통합관리 및 분 

석예측을 통해 예방중심의 재난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적용사례로 2002년 6조 l천억원의 피해를 발생시 

킨 태풍 루사의 복구진도관리를 약 2만 4천여 곳에서 진 

행하였으며 9조 500억 원의 복구비용 관리를 추진하였다. 

2003년 4조 4천억의 피해를 발생시킨 매미 발생 시에는 

복구금액 6조 6천억, 2만3천여 곳의 복구 진도관리를 수 

행하였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화재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를 추진하며 소방안전 

정책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화재정보의 

DB화를 통하여 기반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화재추세, 

위험요인을 분석 예측할 수 있는 고도화 시스램으로 발 

전시켜 전기 가스안전공사, 화재보험사 등 유관기관과 일 

반 국민에게도 공개함으로써 민·관간 화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정확한 화재통계에 기초 

하여 위험 요인을 분석·예측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며,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민간화재 

보험사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의 구축이 필요 

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와 집행체계에 철저를 기할 

펼요가있다. 

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분류체계 (안) 

기존분류체계(안) 

재난유형중심 현황-발생-관리중심 

I. 공통분야 I.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현황 
- 인구,국토 - 공통분야 
- 기상등 -인적재난 

2. 인적재난 -자연재난 
-일반현황 - 소방 
-재난 및안전사고발생 -민방위 
-재난및안전사고관리활동 2. 재난및안전사고발생 

3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본현황 -자연재난 
-재난발생 - 소방 
-재난관리 3. 재난및안전관리 

4 소방 -공통분야 
- 기본현황 - 인적재난 
-소방관리 -자연재난 

5. 민방위 -소방 
-기본현황 - 민방위 
-민방위관리 4. 국제통계 

6 국제통계 - 미국 
-미국 -일본등 

- 일본등 

※현황 각종 현황 통계(시설물, 위험지구, 민방위대 편성 퉁) 

2.2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정비방안 

2.2. 1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분류체계 재정립 

국내외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통계에 대한 정확한 분류 

체계는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재난 및 안전 

관리 통계에 대한 분류체계는 ‘재난유형중신’이 가장 일반 

적이다. 재난유형중심이란 인적재난, 자연재난, 소방, 민방 

위로 구분하여 분류하는 체계이다 국가재난통계연감 생 

산을 위해서는 명확한 통계 분류체계가 펼수적이다. 소방 

방재청 및 기타 부처에서 생산되고 있는 통계의 대부분이 

재난유형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에서 생산 

하고 있는 ‘재난연감’에서는 인적재난을, ‘재해연보’에서는 

자연재난(소방방재청, 2009}을 중심으로 한다 그 외 통계 

는 화재통계연감, 1 19구조구급활동실적보고 등 소방분야 

통계가 있다. 기타 부처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는 교육과 

학기술부의 어린이안전사고현황(교육통계연구센터, 2009;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2009)과 국토해양부의 해양재난현 

황 등 안전관리 통계가 대부분이다 국외 재난 및 안전관 

리 통계 분류체계 또한 국내와 마찬가지로 ‘재난유형중심’ 

이 가장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우 소방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재해통계’를 통하여 자연재난을, ‘소방연보’, ‘화재연보’를 

통하여 소방분야 통계를 다루고 있다 기타 부처에서도 국내 

와 마찬가지로 안전사고 분야 통계를 대부분 다루고 있다. 

제안분류체계(안) 

재난프로세스중심 재난유형+프로세스 중심 

I. 공통분야 I. 공통분야 
- 인구,국토 -인구,국토 
-기상등 -기상등 

2 재난예방 2. 인적재난 
- 인적재난 - 일반현황 
-자연재난 -재난및안전사고예방 
-소방및민방위 -재난 및안전사고발생 

3. 재난대비 -재난 및안전사고관리 
- 인적재난 3자연재난 

-자연재난 - 기본현황 
-소방및민방위 -재난예방 

4 재난대응 - 재난발생 
-인적재난 - 재난관리 
- 자연재난 4 소방 

-소방및 민방위 - 기본현황 
5 재난복구 - 소방관리 
-인적재난 5. 민방위 
-자연재난 - 기본현황 
-소방및민방위 -민방위관리 

6 . 국제통계 6 국제통계 

-미국 -미국 
이E보」 τE - 일본등 

발생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통계(유형별 인명, 재산 피해 퉁) 
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통계(복구실적, 구조구급실적, 정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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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정립된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분류체계와 개선 

안은 표 2와 같다. 국가재난통계연감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분류제계(안)를 재난유형 중심, 현 

황-발생관리 중심, 재난 프로세스 중심으로 분류하여 통 

계지표를 세분화하였다 또한 공통적으로 인구, 국토, 기상 

등의 기본현황과 더불어 미국, 일본 등의 국제통계를 추가 

하였다 

국가재난통계연감에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통계를 작성 

하기 위해서는 재난 프로세스 중심의 분류체계 보다는 재 

난유형 중심의 분류체계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요즘 재난의 분류체계 중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지 

는 프로세스로 재난예방에 많은 비중이 집중되어 있다 재 

표 3. 현 통계지표 개선 및 신규통계지표 개발 

τ 닙!CT 근「 
현통계지표 

대τ닝,,.lfi- ~τ ~~므 -ι」、τ닝""* 

경제 
공통 

인구 활동 
분야 

인구 

시설물 현황 

안전점검실시현황 
재해 

재난관리대상시설현황 
요소 

배수펌프장현황 

재난 
여l방 재난관리장비현황 

재난 
재난위험시설지정현황 

대비 
인적 

재난 유·도선현황 

재난 재난 폭발사고발생현황 

발생 요소 

재난 상황 재난유형별 장비 및 인력동원 
관리 관리 구조실적총괄 

재난발생현황 

재해 

재난 요소 재난위험시설지정현황 

예방 재난 예경보시스램현황 

대비 
자연 

재난 재난 재난 
발생 요소 

재난 상황 시도별이재민 구호실적 

관리 관리 

흔택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제2권 제2호 

난예방을 충실히 이행한다변 재난의 대응 및 복구에 있어 

시간 및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재난유형 중심 

의 분류체계와 재난 프로세스 중심의 분류체계를 혼합하 

여 국가재난통계연감에 반영하는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 

이타당할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의 대부분은 행정행위를 통하여 

수집·정리한 자료로 결과통계 위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정 

책의 입안 및 점검 평가를 위한 조사 및 분석통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방 

재청과 기타 부처에서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및 기타 부처의 통합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개선및신규통계지표 세부항목 

15세 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성 별/연령/시도별/교육) 

비경제활동인구(성별/연령/시도별/교육) 

취업률(성 별/연령/시도별/교육) 

실업률(성별/연령/시도별/교육) 

시설물유지관리현황 시·도별 

지역안전도 시설진단현황 시’도별 

지정·사전대비 및관리 현황 시’도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현황 시·도/장소별 

도로제설취약구간 관리 현황 시·도별 

제설장비자재확보현황 

민간협력 네트워크구축·운영 현황 

재난위험시설 적정관리 현황 

침수흔적도 작성준비현황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현황 

해빙기안전사고현황 건설/전기/빙상 

가전제품 배터리 폭발사고 현황 노트북/핸드폰 

원인별 

공휴일/명절 안전사고현황 시도/장소별 

병원이송체계 및 사상자처리 현황 

재해종합상황실 인력운영 현황 

재난현황정보수집 및전파현황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 현황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현황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풍수해보험가입현황 

황사피해현황 시·도별/재산피해 

여름철폭염피해현황 인명/장소별 

기상악화에 따른 선박좌초현황 원인/장소별 

이재민 수용 및 구호품 지급 현황 

방역 및쓰레기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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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표개발관련분야및개발근거 

분야 지표 지표개발근거 

노동시장 산업재해현황 산업화에따른산업재해원인별현황파악 

환경오염사고현황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환경오염사고의 국가 간 현황파악 

환경 
산불사고 인위적 산불과 더불어 자연적 산불의 현황 파악 

태용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홍수/폭풍/폭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 간 
뭄지진황사적조 발생건수 공신력 있는통계지표 개발로 비교 · 분석이 가능하도록함 

삶의질(보건) 희귀발병원인현황 
세계적으로발생하고 있는조류인플루엔자,광우병 및 바이러스등에 대한기초자료제공 
(보건복지가족부 예규, 2009) 

통계작성이 요구되며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의 경우 시계 

열자료가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분석적 통계가 부족한 실 

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신규통계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소방방재청 및 기타부처 

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토 

대로 가공통계 형태로 집계하였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지표의 개선 및 신규통계지표 개발(안) 내용을 정리하 

면표 3과같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지표와 현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지표 

개발이 펼수적이다. OECD 통계연보는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부문의 주요 지표들을 수록하여 국가 간 수평비 

교가 기능하도록 정리한 보고서로 인구, 거시경제, 노동시 

장 등 1 2개 부문 총 1 00여개 분야에 대한 지표가 수록되어 

있다(기획재정부, 2008). 지표 개발과 관련된 분야와 지표 

개발근거를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2.2.2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통합시스템 구축방안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통계는 각 부처정에서 많은 종류 

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의 

특성에 따라 작성기준, 항목, 측정단위, 조사/보고 시점 등 

이 불일치되고 있어 통계 통합 시 문제가 발생된다. 각 부 

처별 필요에 따라 통계항목이 작성되고 다른 부처에서 생 

산하는 통계와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나 각 부처별 

통계작성의 목적이 다르고 통계작성을 위한 산출방식의 

기준이 불일치하므로 직접적인 통합분석이 난해하다. 유 

관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연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재난관리 기관에서 독립적인 팀을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통계의 작성 및 공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가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표준화가 필요하며 유사한 통계를 

통합하여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성해야한다. 즉 재난 및 안 

전관리 통계 D/B 구축을 위한 협의기구가 조직되고, 제도 

적 협조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사회가 산업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산업재해· 

교통재해·기후재해·환경재해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인간의 

활동으로 생기는 재해종류와 규모,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재난 복구위주 및 비용개념의 관점에서 

벗어나, 재해대책·재해방지 재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투 

자 및 대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주기적 

인 방재센서스와 시의성에 맞는 조사를 통하여 재해대책

재해방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축척이 펼 

요하다. 방재센서스 대상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시설물과 

건축물, 예방관리 및 행정시스뱀으로 구분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와 

같은 비정기적인 조사의 대상은 시설물과 일보F국민, 공무 

원, 전문가집단 등으로 하며 방재센서스에 대한 추진절차 

는 조사기획 및 준비, 조사설계 및 예비조사, 표본설계, 조 

사시행, 자료처리 및 해석, 조사보고서, 조사평가 단계로 

구성되어야한다. 국가방재센서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는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한 유관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관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 

이 필요하며 관련 정보 및 자료에 관한 통합데이터구축이 

추진되어야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통계 D/B의 구축은 향후 시계열 

자료를 통한 유형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경호빨 파악 

하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자연재난(지진, 태풍, 홍수, 산사 

태 등)은 기후, 환경, 생명권문제 등과 관련하여 경향을 분 

석하고 예방, 대응 및 관리를 위해 통계는 매우 중요한 지 

표이다. 통합D/B구축 및 시스템 연계방법으로는 물리적 

통합(메타)D/B구성 방식, 메타검색엔진 방식, 소규모 검색 

엔진 규격화 방식, 색인D/B구축 지원을 위한 D/B Gateway 

방식을 들수 있다 

1) 물리적 통합(메타)D/B 구성 방식 

이 방식은 가장 기초적인 D/B통합방식으로, 산재한 기 

존 D/B의 자료를 통합한 새로운 통합D/B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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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D/B의 업데이트 자료에 대해서도 Agent 방식이나 

Component 방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합D/B에 업데이 

트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용자들은 통합DIB를 통해 구축 

된 색인DIB를 통해 빠르게 검색할 수 있으며 기존 DIB 검 

색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가장 확실한 DIB통합 방 

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존 DIB가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으며 DIB 설계 등이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방안 

으로, 현실적으로 DIB통합의 기술적 어려움이 많고, 비용 

적 투자가 많은 단점이 있다. 

2) 메타검색엔진방식 

기존 DIB시스랩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체 검색엔진을 활 

용하여 메타검색서비스를 구현하여, 이를 통합 관리 시스 

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말한다 즉, 통합 관리 시스템에 

서는 이용자의 질의를 받아 기존시스템의 검색엔진에 다 

시 질의를 전송하고, 메타검색엔진을 통해 결과를 받아 이 

용자에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된다. 

통합서비스 구현에 비교적 적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시스랩에 종속되는 치명적 단점이 있 

다‘ 즉, 기존 시스템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통합 관리 시 

스템에서도 검색에러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통합 대상 

기존시스템에 검색엔진이 없을 경우 추가적 시스댐을 구 

성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3) 소규모 검색엔진 규격화 방식 

소규모 검색엔진 규격화 방식은 기존 시스템에 각각 동 

일한 개별 소규모 검색엔진을 도입하므로 본 연구에서 통 

합 관리 시스템에서 운영될 검색엔진 제품으로 적정한 것 

으로 판단된다 각 기존DIB에 새로운 소규모 검색엔진을 

추가로 장착하여 서비스하는 방안으로, 각 시스템별로 동 

일한 검색엔진을 통한 색인DIB가 생성되어 업데이트 될 

수 있고, 이를 통한 빠르고 정확한 검색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다(그림 1 ). 하지만 기존 시스댐에서 대체적으로 자체 

검색을 운용하고 있을 경우 추가적인 소규모 검색엔진 도 

입에 따른 예산중복투입의 단점이 있다. 

4) 색인 DIB 구축·지원을 위한 D/B Gateway 방식 

각 기존 D/B시스템에 색인 D/B 구축을 위한 Gateway를 

설치하여 이를 통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을 처리 

하는 방안으로 개별 시스템의 색인DIB가 구성되고, 이를 

통해 통합 관리 시스템의 검색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방식 

이다. DIB Gateway 방식은 다른 D/B 연계방안에 비해 기 

술적 안정성이 뛰어나고, 많은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채택 

하고 있는 방식이며, 비용 대비 효과가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이 방식에 따르면 기존 시스템의 검색엔진과 별 

도로 색인DIB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기존시스댐에 

질의했을 때와 통합 관리 시스댐에 질의했을 때 다른 검색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단점이나, 본 연 

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통계 통합관리 시스댐의 경우 DIB 

업데이트 주기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은 별다 

른 문제가 되기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화된 통계 제공을 위한 포탈시스댐의 구성은 l차적 

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에 대한 One-Stop 서비스가 제 

공되도록 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통계자료를 

룡계포활시스펠 

mm\!'평r걷↑f펌-

그림 1. 소규모 검색엔진 규격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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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서 검색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주 기능 

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대표 통계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검색결과에 대한 제공방식을 다양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양한 그래프와 차트, 보고서 형식의 리포트 기능, 

프린트 기능 등을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해 구현하도 

록 하여 시용자 편의성을 극대화 하도록 한다. 부가적으로 

통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한 메뉴와 제공 통계 관련 연구 

보고서, 통계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가 함께 제공되어 다양 

한 이용객의 방문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 

연계와 함께 포탈시스템에서는 통계위원회 또는 통계센터 

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될 통계에 대한 표준 데이터베 

이스가 설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서비스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검색된 통계자료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기능하도록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한 분석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통합통계시스템의 신규 구축 DIB는 통 

계청에서 제공될 표준통계데이터베이스의 표준형식을 가 

능한 수용하도록 하되 재난 및 안전분야의 통계적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구축되어야 한다. 

3 . 결 료르 
‘--

본 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통계의 표준안 마련을 위해 

통합 분류체계를 정립하였고, 국가 통계 개선과 신규지표 

개발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통합 분석기법 개발 및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전관리 통계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 

였다.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의 신뢰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 및 부처 간방재통계 작성업무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재통계 전담조직을 구축해야하며, 

신속 정확한 통합통계 제공을 위해서는 각 부서의 요구에 

적절한 분석 도구를 구축해야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신뢰 

성을 확보한 통계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 심층 분석을 위 

한 통계분석 전문 소프트웨어, 방재통계 전문가를 위한 통 

계처리 소프트웨어 구축 등 지속적인 인프라확보가 추진 

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 통계D/B 구축과 제공을 위한 제 

도개선 및 보안 조치도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통합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부처 간 통계 공동구축 및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 

확하고 신뢰성 높은 통계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 

가단계에서의 통합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정비로 과학적 

재난 관리정책 수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며 부처별, 재난 유형별 분산관리에서 통합형 통계관리로 

개선하여 범 부처로의 공동활용이 기대된다 또한 재난유 

형별 지역-국가-국제 비교가 가능한 통계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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