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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후변화 동에 따른 세계 재해의 발생빈도 및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이 동 국제사회에서는 피해지역에 대한 재해 

복구 지원과 원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저개발국가의 재해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나라에서도 KOICA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국제지원체계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 재해에 

대한 UN 국제기구， 선진국가의 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해경감 노력에 참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맥심용어 세계 재해， 국제기구， 재해경감， 긴급재난구호， 지원체계 

ABSTRACT The magnitude and frequency of intemational disaster recovery aids and supports by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donor countries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are increasing due to the emerging risks such as super typhoons and 

consequently worsened impacts by those disasters . With emergency recovery aids, systems for disaster mitigation 뻐d pre

paredness are also needed to the countries hit by di sasters. Through the KOICA programs, the Korean government is πy

ing to establish an effective disaster support system for disaster-hit countries. This study reviews current post-disaster aid 

systems of various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oposes improved disaster aid system for the Korean 

governrnen t. The improved system can be used in the assistance of effective and enlarged international recovery activities 

promoting Korean govemment’s status in the international di saster management society. 

KEYWORDS global disast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disaster mitigation, emergency di saster aid , support system 

1. 서 료g 

‘-

현대는 위기의 사회라고 불릴 만큼 각종 재난 및 재해 

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 사회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관심사로 대두되 

고 있다. 특히 기상이변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전 세계 

적 자연재해 피해액은 1960년대에는 약 75조 5천억원， 

1 970년대에는 1 38조 4천억원， 1980년대에서는 213조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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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1990년대에서는 659조 9천억원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Munich Re, 2002). 각국의 

대형재해 발생은 피해 당사국에게만 국한되지 않기에 재 

해 또는 방재를 주제로한 국제협력은 다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국제적 재해에 대한 각 국가의 대응방안은 

피해 당사국과의 관계， 국제적인 국가위상과 이미지를 나 

타내는 한 수단으로도 작용되고 있다(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6) 또한 이러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재해복 

구를통하여 자국 건설산업의 진출을모색하고 있다(건설 

교통부， 2003). 

이에 따라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피해지역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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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복구 지원과 원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저개발국가 

의 재해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 

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또한 국제방재협력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수립과 지원시스뱀을 확립하고 지 

원체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 재해에 대한 UN 국제기구， 선진 

국가의 지원현황과 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효과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 

해경감 노력에 참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을 제 

고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2.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연합의 대응체계 분석 

국제연합은 UN 헌장의 목표와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 

한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하나의 모자이크와 같다， 

이는 원칙상의 주체들과 운영상의 프로그램들 뿐만 아니 

라 다양한 전문기관， 기타 특정 지시사항들을 실행하는 

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을 저감시키는 것은 UN의 중요 

한 업무이므로， 그림 l과 같이 재해저감에는 다수의 부서 

와 프로그램， 여러 기구들이 관여하고 있다. 

재해저감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재 

해경감을 m 기관의 핵심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IDNDR 

(국제자연재해경감 10개년 계획， 1 990- 1 999)이 끝난 후， 

2000년 ISDR(재해 경감을 위한 국제전략)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UN 시스템은 재해위험 경감에 

대한 협력적 활동의 추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UN-ISDR， 

2008). 

수많은 UN 시스뱀 기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관련 분 

야에서 재해경감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역， 국가 또 

는 민간단체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재해 

저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UN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 ly)는 모든 국 

제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된 UN 최상위 결정기구 중 하나 

이며， 매년 정기적인 회기를 통해 소집된다. 총회에서 결 

의된 UN 총회 결의안(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이ution)은 에에서 채택된 공식적인 문서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채택된 결 

의안은 개별 국가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 

만， 국제사회가 지켜야 하는 도덕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 

다. 이러한 결의안들은 회원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의 표 

현이라할수있다. 

1 97 1 년， UN 총회는 재해경감 및 협력강화를 위한 유엔 

재해구호본부(UNDRO : Office of the UN Disaster Relief 

국제연합(UN)의 쭈요 기판 

국제연합흩회 | 국제연힐 경채사회이사회 
(ECOSOC) 국제연합기판 

• 인도추외엉우호정국(OCHA) 

-자연재tl 경감을위한국찌혀 

전 학기구(UN/ISDR) 

• 경제사회국(DESA) 

프로그램 및 자금 전문기구 -유앤지역개낼생터(UNCRD) 

• 국찌연힐 아융기큼(UNICEF) • 셰게기상기구(WMO) 
-유연우추업무사무국(OOSA) 

• 국제연합 개방계획 (UNDP) • 축제농업개발키금(JFAD) 

• 국제염합 환경계획(UNEP) • 국제노융기구(JLO) 

• 국제거후쩌윈'1 (UN-HABITAT) • 국제전기를신영합(’TU) 

• 셰져식링계획 (WFP) • 유연교육과획용파기구(UNESCO) 

• 쩨계를영(Wo~d Bank) 

• 세계보건기구(WHO) 

기타 • 국제염힐식할농입기쿠(FAO) 

• 국제연합 훈련조사연구소(UNITAR) 

• 국제염tI 연구사엄소(UNOPS) 

• 국제연합대확교(UNU) 

그림 1 재해관련 UN 시스템 (UN.ISDR ， 2008) 

한국재산관리표준학희 논운즙l 제2권제3호 



세계적 재난 발생에 따른국제방재전략 및 표준지원체계 조시-.연구 27 

Coordinator) 설립 결의안을 받아들이 면서， 재난 극복을 

위한 행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또한 1991 년 국제연합개발 

계획。이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 

UNDRO 결의안 46/1 82를 통해 재난관리 훈련 프로그램 

(DMTP: Disaster Management Training Programme) 설 립 

에 합의하였다 DMTP는 관계 국가간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재난관리 전문기술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 1건의 UN 개혁안에 따라， DMTP는 1998 

년 3월에 전면적으로 UNDP로 전환되어 개발도상국의 재 

해위험 및 취약성 경감을 지원하게 되었다. 

세계 ζk국의 기상사업을 통합하는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자연재 해 완화와 관 

련된 다양한 과학적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WMO는 

이 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후와 재난감소， 조기경보， 

취약성 위험평가 활동과 생명과 재산의 안전， 사회경제 

개발， 환경보호에도 참여하고 있다(h때:νww\ν.wmo.int). 

UNDRO를 대체하여 1998년 출범한 인도주의업무조정 

국(OCHA :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은 적십자 및 민간기구(NGO) 등과 협 력하여 인권 

보호， 자연재해 대비 및 경감 등의 인도주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재난과 내전 등이 복합적으로 발발 

함에 따라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OCHA는 그림 2와 같이 제네바 및 뉴욕에 2개 사무국 4 

개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 국제적 재난에 대비한 구조협 

력체제 구축 및 재난현장의 각국 구조대간의 조정임무를 

수행하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Intem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을 산하에 두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OCHA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자연재 

해가 발생하면 제네바 또는 뉴욕에 위치한 OCHA 본부의 

상시대응업무팀 (On-ca l1 Duty Team)이 먼저 전화로 보고 

를 받게 된다. 상시대응업무팀원들은 하루 24시간 동안 

상황실을 운영하며 ， 새롭게 발생하거니 기 발생된 재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시대응업무팀은 다양한 

언론매체， 전화， 케이블， 팩스로 재난정보를 접수하고 있 

다 재해발생 정보가 접수되는 즉시 근무중인 팀원들은 

상대협 력자 및 연락이 필요한 UN 관계자들에게 즉각적 

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블， 피해와 사상자에 대한 평 

가 및 재난상황에 관한 초기 브리핑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분야를 담당하는 각 UN 기관의 책임자와 연락 

을취한다. 

자연재해의 경우， 대부분 국제적 차원의 지원은 피해를 

입은 정부가 요구하거나， 지원을 펼요로 하는 경우에만 

ISDR 사무국 
앵정부/ 
관리부 

부사쭈훌장 
(비상사태 경갑 조정자) 

보좌사우흥장 

(비상사태 경갑부조정자) 

l 
뉴육사무국 조정부 쩨네바사무국 

• CERF 사무국 

• 기부및혜외업허부 

• IASC 지원 및 ECHA 사무국 

• 지억업무 
• 현장판리 및지원 

(지역， 현장. 찌에대웅) 

• 인도추의 조정 지원 

• 초기경보 및 긴급대핵부 

• 운송및륙구 

• 이용보호지원부 

• 위기대용부 

• 전엄영판리부 

• 인조조정 강화 프로젝트 

• 인도조정 억신지원단 

• IASC 사우국 

연호및 정보굉리지사 정핵 발전‘연구지사 대외힐력 및 지원지사 김글서비스지사 

• 연호및 공공정보 .. • 찌빼 및 혀약성 정책부 • 륭합수단프로셰스부 • 잉사조정부 

• 정보훈석부 • 명가및 엄구부 • 기쭈잊 대외업력부 • 긴급흰경부 

• 현장정보서비스탄 • 정부간지원부 • 지리혀 협력 및 모니터링 • 현장죠정지원부 

• 뭘판리 • 민간보호부 • OCHA 톨신소 • 톨류지원부 

• 정보기술단 • 긴급수용부 

정책개발 및 연구프로찍트 
E 
-

폈
 

뼈
 

M 
니
 
” . 

통합지역 정보 
내트찍크 

(lRIN) 
• 성고운팀 

• 보호관리 프로젝트 

그림 2.0CHA 조직도(http‘/ /ochaonline.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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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고 있다. OCHA의 역할은 효과적인 조정을 통하여 

재해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집중성， 조정력， 적절성을 확 

보하는것이다. 

뉴욕에 위치한 UN 부사무총장/재난구호조정자(USG/ 

ERC, Under Secretary G히leralÆme멍;ency Relief C∞rφnator)는 

다수의 협력기관들뿐만 아니라 현장본부에 위치한 UN 

기관들의 자연재해에 관한 전반적 대응을 조정하는 책임 

을 맡고 있다. 인도주의적 업무에 관하여 m 사무총장에 
게 최고위급 자문가로 활동하는 USG/ERC는 원조를 실시 

하고자 하는 정부， 인도주의적 업무에 관한 집행위원회 

(ECHA: Executive Committee on Humanitarian Affairs), 기 

관간조정위원회(IASC: Inter-Agency Steering Committee), 

대중매체와 일반시민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의 자문을 받 

고있다. 

뉴욕， 제네바 그리고 현장에 위치한 OCHA 사무소는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확립한 역학구조와 절차 

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OCHA는 재난발생 

시 효율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지식， 체제， 서비스 

로 구성된 ‘툴킷(tool kit)’을 운영하고 있다. 

3. 재해경감을 위한 선진국의 대응체계 분석 

3.1 미국 

미국의 대외원조 및 국제재해경감은 국제개발처(USAID: 

UTÙted States Agency for Intemational Development)로 대 

변된다. USAID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과 경제 원조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순수한” 대외원조만 

을 실시하지는 않는다 원조의 또 다른 목적이 “미국적인 

가치”의 실현에 있음을 USAID의 임무에서 분명히 밝히 

고있다. 

USAID의 조직은 청장을 중심으로 한 7개 사업부서와 

11개의 지원부서， 6개의 현장사무소로 이루어져 있다. 실 

무조직의 경우 사업담당과 지역담당으로 편성하여 업무 

및 조정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모조직을 다양하게 포 

진시 켜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USAID， 2004). 

국제적인 대형재난 발생시 지원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민주주의， 분쟁 및 인도지원국(DCHA: Bur없1 for Democracy, 

Co뼈ict & Hurnaru빼an 없IStance파 DCHA 산하에 있는 미 

국 해외재난지원사무소(OFDA: Office of U.S. Foregin Disaster 

Assistance)이다. 운영과(Operations Div i s i on)는 현장지원 

팀(재난지원， 현장관리， 현장조정 등)과 운영지원팀(군과 

의 협상， 수색구조， 운영센터관리 등)을 두고 현장운영을 

중심으로 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지원과{Program 

효}국재난관ë!!표준학희 논문짙 제2묘 제3호 

Support Division)는 자원지원팀(서비스 계약관리， 조달 등)， 

행정관리팀(정보지원， 현장의사소통， 예산 및 재정 등)을 

두어 현장운영에 관련된 행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난대응·완화과(Disaster 

Response & Mitigation Division)는 재난대응팀， 계획지원 

팀을 두고 있다(htφ:까~.usaid.gov). 

미국정부는 홍수， 가뭄， 화산사태， 허리케인， 지진， 화산 

분화 등과 같은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 폭력， 내전， 폭따 

등의 인재에 이르기까지 미합중국 및 그 신탁통치 령 밖에 

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과 필요에 따라 상대국의 요 

청에 근거한 긴급구호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 

은 명확한 대외정책으로서 확립되어 있다 

재난과 개발의 관련성을 의식하여 USAID는 장기적 발 

전계획으로 방재， 구호， 개발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프 

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자연 및 인적 재 

난으로부터의 위험을 저감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 

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여러 

재난과 방재에 집중하고 있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포함하여 미국정부의 재난에 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것이다. 

미국은 국제적인 재난발생을 사회기반시설 붕괴라는 

관점보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원조는 

하나의 패키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의료와 교육시설， 

사회기반시설， 피해자 재정착 및 생계확보 프로그램에 중 

점을 두어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전부가 재난에 대비하여 작성한 국가대응 

계획이RP)에서는 국가 중대재난(Incident of National 

S i gnificance)에 대한 연방정부의 국제협력 수행지칩을 제 

공하고 있다. 국제협력의 주요기관은 국무부이며， 협력기 

관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통부， USAID, 기타 연방기구， 

미적십자가 있다. NRP 내에서 국무부의 역할은 연방， 지 

역， 부족 등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준비계획을 충분히 지 

원하는것이다 

3.2 일본 

일본의 재해 지원체계는 1954년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 

아에 대한 협동적 개발을 위한 국제협약 성격의 콜롬보 

계획(Co lombo Plan)에 가입하면서 시작되었다. 1962년 해 

외 기술협 력 기구(Overseas Technology Cooperation Agency)가 

설치되고 1974년 8월 해외기술협력단， 해외이주사업단， 

해외농업개발재단 등을 통합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 

제사회협력기구인 일본국제협력단(JICA: Japan Intem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설립 되었다(http://www.j ica.go .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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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의한 방재분야의 국제협력 기본방침과 구체 

적 대응전략을 명시한 「국제방재협 력 추진방침」 을 수립 

하고 있으며， 위의 방침에 의거한 재난예방과 개발정책의 

통합， 재난 후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 지속가능한 개발 

을 위한 협력 등 각 단계에 따른 일관성 있는 협력방식을 

실시토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해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긴급원 

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긴급원조대는 자연재해의 규모， 

상황에 따라 「구조팀」 , 「의료팀」 , 「전문가팀 J ， r자위 

대부대」를 파견할 수 있다. 평시에는 외무성 경제협력국 

국제긴급원조실과 관계 성청 담당자， nCA의 국제긴급원 

조대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원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 현지대사관의 정보를 근거로 원조규모 

및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한다 계획이 결정되면 외무대신 

은 긴급원조를 실시할 의사를 밝히고， 제외공관은 신속하 

게 피해국 또는 국제기관과 원조에 관한 의견교환과 자금 

공여를 실시한다. 국제긴급원조대 파견시에는 피해국 정 

부 또는 국제기관의 요청이 파견의 제 l전제가 되며 ， 관계 

성청과 협의를 통하여 외무성이 파견 결정을 하여 JICA 

사무소， 현지협력 등의 지원을 얻어 국제긴급원조대의 활 

동을실시한다. 

4. 국제적 재해에 대한 우리나라 협력체계 구축 

방안 

우리나라의 해외긴급재난 구호체계는 1 991년 호택국제 

협력단법의 개정에 의해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재해 발생시 국가차원에서의 재난구호사업은 한국국제협 

력단(K01CA)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고 할 수 있다(한국국제협 력 단 2007). 

2004년 남아시아 지진해일을 계기로 해외긴급재난 발 

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은 2005년 해외 

긴급재난 구호업무 담당조직을 상설화 하였다. 기존의 이 

라크아프간 지원본부를 재난지원본부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해외재난에 대비， 그동안 인도적 지원경험을 바탕으 

로 해외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외 재난복구 업무 매뉴얼」 을 발간하였다. 또한 한국 

국제협력단은 그간 중앙119구조대 활동을 통해 해외재난 

을 지원하고 있다.2005년 소방방재청과 해외재난 발생시 

재난지역에서의 신속한 구호활동과 유기적인 업무체제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하여 범 

국가 차원의 긴급구조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익을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의 불명확 

으로 전략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보다는 재난발생시 국제적인 동향에 따 

른 일시적 개별적 대응으로 효과적 활동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본목표와 지원체계의 정립， 재 

난과 개발을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조직 및 정보 

체계 등의 정비를 통하여 재난 발생시 소극적 대응이 아 

니라， 인도주의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과 위상을 높이려 

는 적극적인 전략으로의 전환， 해외 긴급재난 발생시 정 

부차원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댐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 

인 재난 발생시 우리나라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체계가 요구 

되어 진다 

첫째는 해외긴급재난구호의 신속한 초동대응체제 구축 

이다. 재난의 신속한 대응이란 재난확산방지를 통한 인명 

과 재산피해 최소화가 가능한 재난대책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자 전략이며 원칙이다. 해외긴급재난구호시에도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인명구조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은혜를 선사하는 

지름길이다 이를 통하여 피해지역 주민에게 자국과 자국 

민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애정， 기술수준과 우리국민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는 계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재난초동기능인 구조， 응급의료， 현장지휘통 

제 등의 요소가 구비된 신속한 초동출동체제 구축， 재난 

정보 수집과 협력 및 의사결정체계 확보， 피해국가·관련 

단체， 국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 자원 지원체계 

구축， 사전 교육과 훈련으로 국제적인 대응이 가능한 요 

원 확보 등의 요소가 함께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지원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 각국에서 지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피 

해국가의 정부와 국민에게는 지구공동제의 일원으로서의 

인식과 재난극복의 의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피해국가는 지원국가에서 위상과 경 

제력에 걸맞는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각 국가는 지원의 

사와 지원규모를 표명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나고 

붓판은 국가나고경쟁력과 위상에 비추어 지원규모가 적 

을 때 비난이 따르지만， 너무 높아도 그 선의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적절한 지원규모를 어떻게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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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대한 고려요소와 기준， 원조대상국의 특성， 지원 

프로그램 구성방법， 지원의사 결정체계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할것이다. 

셋째는 지속적인 국익과 국제경쟁력 확보와 연계된 지 

원전략을 실시하여야 한다. 냉전시대의 종식 이후， 공개 

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국가간의 교류와 경쟁관계가 표 

면에 드러나는 유일한 곳은， 국제적인 규모로 발생한 대 

형재난의 현장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체계 

를 지키기 위한 정치 외교군사적 경쟁양상에서， 오늘날 

의 재난현장은 사회경제·인도적 가치체계와 국익을 추구 

하는 경쟁양상으로 변모되고 있다. 지원국에 대한 우리의 

가치전파를 통하여 해외투자기반 확보와 수출시장회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은 변함이 없다. 다만 그 수단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국익추구전략은 

국가 이미지와 경쟁력의 파급·인식대상이 국가정부보다 

는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전파되고， 그 경향이 국가정 

책이나 전략적 요소에 반영되고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국가위상 및 국가경쟁력 현장인 재 

난현장에서의 l차적 활동만으로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재난복구 및 부흥에까지 개발정책의 통 

합， 전문가 및 기술지원을 통한 교육훈련 계획수립 정책 

형성에의 지원， 평소부터 원조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NGO 등 민간부분， 주민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협 

력강화 등의 요소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해외긴급재난구호 지원기반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를 제 

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처할 제도적 

체계 및 운영시스템도 완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우 

리나라는 해외국가에 대한 인도주의 입장에서의 재난지 

원 방향과 목표에 대한 뚜렷한 가치체계의 정립， 유엔이 

나 국제기관단체와의 적극적인 교류협조， 국내 관련부 

서나 단체들과의 제휴， 현지교민에 대한 정보파악 및 보 

호대책， 국제적인 방재전문요원의 양성， 관련국가에 대한 

정보파악 및 조사연구체제의 강화， 해외재난구호에 대한 

조정 ·통합체제 등 의사결정체제의 정립， 나아가 우리나라 

에서 대형 재난발생시 국제적인 긴급재난구호의 수용체 

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 기반구축 등에 걸친 전 

반적인 지원·운영체계에서 정비를 펼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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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르르 
‘-

본 연구를 통해 국제적 재해에 대한 UN 국제기구， 선진 

국가의 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부나 민간에서 효과 

적으로 재해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해경감 노력에 참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적 인 재난현장이 원조국들간의 치 열한 외교현장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당면 

과제는 피해국에서의 인명구조 및 구호능력에 있어 국제 

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해외긴급재난구호의 신속한 초동 

대응체제 구축，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지원규 

모의 결정， 국익과 국제경쟁력 확보와 연계된 지속적인 

지원전략 실시， 해외긴급재난구호 지원기반체계 정비라 

고할수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통하여 우리나라는 국제재해 발 

생시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에만 머무르 

는 것이 아나라， 장기적 국가 이익과 관련시켜 국가이미 

지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세계적인 동향 

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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