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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재해가 발생한 후 이에 대한 복구를 수행하는 사후복구에 중심을 두었다고 볼 수 있 

으나， 현재는 과거와 같은 사후복구가 아닌 재해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전파하여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 재난관리시스댐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재난은 과 

거에 비해 그 규모나 피해정도가 대형화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발달과 인구의 증가 퉁에 따른 기후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적웅을 중심으로한 국제기구 및 유럽 방재선진국의 재난관리 사례를 분석， 

국내 실정에 적합한 미래 재난관리 표준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과 대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액심용어 기후변화， 재난관리， 방재， 적응， 유럽국가 

ABSTRACT Previous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was focus ing on post-disaster, recovery phase. However, mod

ern disaster management system should be focusing on the mitigation activities to min imize human and property damages 

based on the proper prediction and forecast of various natural disasters and time ly dissemination of disaster information to 

the people. Recently, more frequent and larger scaled disasters have been reported around the globe, mainly due to the 

environment change not only by physica l anomal ies such as climate change but also by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such as urbanization 뻐d industrialization. This study describes current practices in disaster management for c1 imate change adapta

tion of advanced countries and a possibl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system that can be app lied in Korea, based on the 

case studies on the European countries who are improving their disaster management systems against climate change 

KEYWORDS climate change,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prevention , adaption , european countries 

1. 서 르르 
L- 역의 발굴로， 임기응변식 재난관리에서 과학방재 등 재난 

관리 R&D 활성화로 변화를 보이고있다 그리고 행정관 

리측면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본다면 일반행정에서 현 

장밀착형 재난관리로， 관주도에서 민관협력으로， 중앙의 

존에서 자율과 책임형 재난관리로，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과 성괴중심의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박덕 

근과 오정림， 2009). 그리고 현재 전 세계는 자연적인 활 

국내 재난관리 업무흐름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의 패러 

다임 변화를 본다면 사후복구 중심에서 예방중심의 재난 

관리로， 전통적 재난관리에서 안전복지 등 새로운 재난영 

시
”
 

ν
K
 

% 0 ν
K
 뼈

 

m 서
u
 쩨

 

F
」괜

 사
 

면
 면
 원 

설
 설
 
구
 

시
 시
 
언
 

소
 소
 소
 

」면
 변
 

재
 재
 재
 

바
。
 바。
 바
。
 

리
닙
 리
디
 리
닙
 

국
 국
 국
 

처
。
 처。
 처
。
 

재
 재
 재
 

바。
 바
。
 바
。
 

바
。
 바
。
 바
。
 

소
 소
 소
 

* 

빠
 … 

61 



62 박덕근 · 오정림 · 손영진 · 송영갑 

통보다는 빠른 산업발달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과 같은 

인공적 인 요인으로 인해 지 역 별 또는 세계적으로 기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지구의 온난화， 

생태계의 파괴， 해수면의 상승 등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홍수， 폭설，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그 피해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 될 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국내 재난관리 표준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 

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 

구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및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유럽 

방재선진국인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의 기후변화 적응 

을 위한 재난관리 사례를 분석하였다. 

2.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방재전략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들이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 

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고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종전과는 다른 국제 방재전략이 필요하며， 현재 

UN을 중심으로 다OJ=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국립방재연 

구소， 2008) . 이러한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자연재난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UN 재해위험경감 국가대표회 

의이다 이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는 기술 및 정책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해저감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국가별 특성에 따 

른 지원방안 마련을통해 국제 방재협력을추진하고 있다 

둘째， 세계기상기구아1MO， Waid M뼈:rologic외 @맑lization) 

와 UN 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mn앉lt Programme) 

이 공동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 

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활동이 다. IPCC의 주된 활동 중 하나 

는 1 992년 리우 환경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유엔기후변화 

협 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1 997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1 990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발표된 특별보고서는 인간의 

활통으로 인해 비롯된 공해물질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구 온난화 현상은 지구 평균 

기온과 해수온도， 눈과 빙하의 융해 및 지구 평균해수변 

효/국재난관2(표준학희 논문징 제2권 제3호 

등의 관측 자료에서 명백히 나타난다고 발표하였다(UN 

IPCC, 2007). 

IPCC는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고서 등 

의 작성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 

응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전략(ISDR)’의 견지에서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재해위기감소의 명가에 관하여 2년 

마다 한 번씩 출간되는 재해위험경감 세계평가보고서 

(UN , 2009) 발간이다 재해위험경감 세계평가보고서는 기 

후가 변화함에 따라 재해발생 가능성은 증가하지만 재해 

복구 능력은 감소하게 되는 리스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 

며， 그림 l과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발생 리스크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정이다. 이러한 국가 

별 재해발생 리스크의 감소를 위해서는 국제적 인 기후변 

화 대응 행동규약 등을 작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 감소를 위하여 이상 

기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증대， 취약한 경제력의 증 

대， 리스크 감소를 위한 투자확대 등과 같은 207ß 계획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리스크 감소를 위한 국제적 행동규약 

인 효고 실행계획의 이행과 위험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힘쓰고 있다. 

넷째，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 융합보고서ωK 

Department for Intemational Development, 2008) 작성을 

들 수 있다.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 융합보고서에 

는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의 융화를 위한 일련의 

권고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권고사항은 기후변 

화 협상에 재해위험경감 공동체의 효과적인 참여， 재해위 

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 부서간의 긴밀한 통합， 자금제공 

메커니즘의 통합， 개발도상국에서 재해위험경감과 기후 

변화적응간의 융합정책을 택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그리 

고 통합적 지식， 경험과 지칩의 창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안들의 실천이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방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3.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별 방재전략 

3.1 스웨덴 

스웨덴은 정부는 2009년 l월 l 일 분산된 스웨덴 재난관 

리의 총괄적 운영을 위해 재난관리청α1SB， Swedish Civil 

Contingencies Agency)을 설립하였다. 재난관리청은 스웨 

덴 소방청 (Swedish Rescue Seπices Agency), 스웨덴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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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얼 리스크 현황(재해위험경감 세계평가보고서 ， 2009) 

관리 청 (SEMA, Swedish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및 심리방위위원회 (SPF， National Board of Psychological 

Defence)의 통합으로 탄생된 신설조직이다. 재난관리청은 

기후변화， 시민안보， 재해복구 등을 포함하여 스웨덴의 

모든 재난관련 사항에 대한 총괄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집 

행하는 기관으로 UN과 EU 그리고 스웨댄 국제협력단 
(SIDA, Sw벼ish Intem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재난관리와 인도주의적 구 

조， 긴급사항 대비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대책으로 지역안전도 지도， 홍수지도， 급경사지 

붕괴 및 홍수예방에 대한 정부지원금， 연구개발， UN 및 
EU와의 협력， 정보교육 및 훈련， 통합유역관리， 자연재해 

D/B 구축사업 등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재난관리 정책 

및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댄에서는 2007년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지 

역차원으로 대응하는 스웨멘 기후변화 대응보고서(Swedish 

Commission on Climate and Vulnerability, 2007)를 마련하 

여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보고 

서는 지구 옹난화로 인한 스웨덴의 평균 옹도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홍수， 산사태 ， 침식 ) 증가와 이로 인한 

문제점(사회 간접자본의 증가， 인명피해 발생 등)을 지적 

하고 기후변화로 증가되는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제안하 

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산림의 훼손 

그리고 해충의 증가 등에 관한 문제점 기술 및 저감방안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스웨덴 및 인접국가에서의 미래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될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소 창설을 제안하였다. 

3.2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연구수행과 기후변화 이슈에 관한 정 

보제공의 핵심기능 수행을 위해 오슬로 대학과 연계된 독 

립연구기관인 국제기후 및 환경센터 (CICERO， Center for 

Jntemational Climate and Environmental Research)를 1990 

년에 개소하였으며， EU, World Bank, 민관기구와 공동 프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기후 및 환경센터의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탄소배출과 기후변화 정책수단의 영향 

니Ioumal of The /((α'ean 51α'k!y of Socie!al Secui!y, lt(α 2, No. 3 



64 박덕근 · 오정림 · 손영진 · 솜영갑 

Climate changε impacts b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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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후변화에 따른 분야별 영향성 (UN IPCC, 2007) 

성 검토， 둘째， 기후변화에 따른 효과적 비용저감 방안과 

탄소저감에 따른 환경영향성 검토， 셋째， 기후변화에 따 

른 국가와 지 역의 영향성 검토연구 등이다. 국제기후 및 

환경센터의 연구결과는 노르웨이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 

가정책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림 2는 국제 

기후 및 환경센터가 기후변화에 따른 분야별(물， 생태계， 

식량， 해양， 보건 그리고 개별사건) 영향성을 도표화한 것 

으로 기후변화의 주요인자는 1 980- 1999년 기간동안의 연 

평균 지구온도 증가량이며 ， 연평균 지구온도가 증가할수 

록 모든 분야에서 재해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노르웨이에서는 지구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온실 

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정책 (Norwegi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2007)을 추진하여 향후 미 래 에 발생될 

대규모 자연재난의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노 

르웨이는 온실가스 저감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 

의 추진이며 ， 둘째는 2020년까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토 협약에 의한 온실가 

흔}국재난관ë'.f표준학희 논문즙/ 제2권 제3호 

스 저감목표 강화이다. 이 러한 세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였는데 첫 번째는 국제기후협 

약에 의한 사항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중국，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배출저감에 기여하고 세 

번째는 자국의 가스배출 저감을 강력히 추진하자는 것이 

다. 동시에 노르웨이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분야별(에너지， 운송， 제조업 

등) 실행계획과 기후와 관련된 연구의 강화 등을 통하여 미 

래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저감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3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는 자연 

재해 저감(DRR， Disaster Risk Reduction)과 기후변화 적 

응(CCA， Climate Change Adaption) 그리고 인간의 안전 

(Human Securi ty)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오슬로 보고서 

(Norwegian M inisσy of Foreign Affairs, 2008)를 발표하였 

다- 오슬로 보고서는 재해위험과 기후변화， 기후변화와 

극한사고의 취약성，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 적응 그리 

고 기후변화와 인류안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의 조사결과는 재해재해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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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예위협판리 
힘율 III하고대용 혹은 적용히는데영양을 미진다 

. >11혜위엄경강 

· 윈도추의척행위 재얘영앙g 사회경제칙 개믿을 마비시키고 

• 개인생져|톨 외엉힐 수 있다 

l I 
성공척 판리는 ￥|혐핀러비용을 분션시키고 

슨샅액을 모힘야으로씨 MDGs(Mi llenium 

경강에있어 Development Golas) 닫성 기늄성을 놓인디 

제도적 구조 서성용혹 l 와 도구는 용실"1는 

기후와핀런 기후관련 휘 
국가’l양정책 

된 우|헝핀리 힘의인도외 

톨 지원 81고 규모에영횡 · 경쩨쩍잭우 

워힘굉리는 을 미지고 · 국가경제 

미래적용을 기후연회는 · 생계수준 항상및 보호 

가능케힘으 재애충격을 

로써 슨샅율 원효I 'f거나 

를인다 중대시길 수 

있다 

l 1 「자기장|직 종후군온 경감을 석퇴시킨다 
인구가많온증저소특 국가에서경제성장 

기후변화찍용 

.... 1 온 경감흩 위한 해곁에야 힐 운제이다 

l 저재벌온 적용을 위태름깨 힌다 

• 국X훌쩍， 국가쩍 그러고 

개인적경강 

• 국가적，"1역적 쩍용 1 ... 1 경강온저탄소재일과라이프스타일선댁에 우 
... 선힌다 국가자원의즌과과소비경째상횡온 에곁 

하기 어려용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그림 3. 재해위험관리 ， 기후변화적응 그리고 국가개발정책간의 

관계 (노르웨이 사례 ) 

인간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역할을 철 

저하게 평가하는데 활용되며， 재해위험도 경감과 기후변 

화 적응은 수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된 주요 항목이 

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될 것 

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3은 오슬로 보고서의 핵심주제 

인 재해위험관리와 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국가개발정책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으로서 재해위험관리와 기후변 

화 적응은 국가개발과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이를 적극 참고하여 국가개 

발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4.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재난관리 표준시스템 

구축방안제안 

유럽 방재선진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분석을 통하여 국내 재난관리 표준시스멈 

구축방안을 간략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도 분석 시스댐 개발 

및 활용이다. 스웨덴은 허리케인， 겨울 폭풍， 돌발홍수， 산 

사태， 산불， 폭설 등에 취약한 지역으로 2005년 정부위원 

회로서의 성격을 지닌 기후변화와 취약도 위원회(Gover

nmental Comm ittee on Climate Change and Vu lnerabi lity) 

를 설립，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안전도 등 각종 위험도 분 

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에 따른 다양한 분야별 그리고 계층별 취약부분을 파악하 

고 이를 재해 위험도로 작성， 위험지에 대한 국가적 대책 

비용 산정과 투자 우선순위를 작성해야 한다 

둘째， 한국 기후변화 대응 행동계획 보고서 마련이다. 

스웨덴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분야별(자연재해， 보건， 

물， 가뭄， 농업과 수산업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 

한 세부 행동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속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 러한 행동계획 보고서는 기후변화 발생 

시 국가별 또는 국민 개인별 행동지침을 포함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경감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셋째， 기후변화에 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 시행 및 소 

방방재 정책반영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재난관리이사회 

(DSB, Directorate for Civi l Protection and Emergency 

P lanning)를 통하여 일반국민 의식조사를 완료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시군구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 

였다. 이와 같이 일반국민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의식조 

사는 지역별， 계층별로 적정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을 가능하게하고 이러한 조사 자료를 국가적 소방방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데 활용해 

야한다. 

넷째， “기후변화 특별보고서” 관련 방재정책 필요부분 

발굴이다. 노르웨이는 UN 및 IPCC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특별 보고서 (Spec i al Report)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관련된 유럽 방재선진국의 다양한 보고서를 분석하여 방 

재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류한 후 국내 실정 

에적합한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기후변화대응 국제사회 선제권 확보전략 마련 

이다. 우리나라는 UN 동북아사무소/방재연구원 설립을 

통하여 UN 및 국제사회와의 협 력관계를 구축 중에 있고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그리고 노르웨이 등 유럽 방재선진국의 국 

제적 기후변화 대응 사례분석을 통하여 기후변화대응 국 

제사회 선제권 확보를 위한 노하우를 수립하고 이를 실천 

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계획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 

여섯째， 기후변화대응 정보/기술 공동생산 및 활용강화 

이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재난관리청 설립 및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고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국제기후 및 환경센터 (C ICERO)를 

설립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초연구를 진행하는 등 유 

럽 방재선진국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 및 조직의 인프 

라 구축이 매우 잘 되어 있으므로 정보 및 기술 그리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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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신설 등에 관한 자료를 상호 교류하여 국내에 맞는 기 

후 방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5. 결 르흔 
L-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 

발하고 피해가 급증하여 기후변화가 글로벌 최우선 아젠 

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예측 방재시설 기준 정비， 과학적 방재시스템 구축 등 국 

가안전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유럽 방재선진국의 사례를 통 

하여 국내 미래 재난관리 표준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하 

였다. 

우선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대응은 

각 국가에서 발생되는 기후변화 문제가 한 국가에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조직 구성과 

연구인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유럽 방재선 

진국인 스웨멘에서는 재난관리청(MSB) 설립 및 기후변 

화 대응보고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 

고 노르웨이에서는 재난관리이사회(DSB)와 국제기후 및 

환경센터 (CICERO)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특별보고서 작 

성과 기후변화관련 기초연구를 시행 중에 있다. 

유럽 방재선진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사례분석을 통 

해 도출된 국내 재난관리시스뱀 개선방안은 첫째， 기후변 

화에 따른 재해 위험도 분석시스랩 개발 및 운용， 둘째， 

기후변화 행동보고서 및 특별보고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고서 작성， 셋째，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반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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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조사 실시 및 방재정책 반영， 넷째， 기후변화대응 분 

야의 국제사회 선제권 확보를 통한 국제적 국가위상 제고， 

다섯째， 기후변화 및 미래 사회구조 변화와 관련된 다양 

한 연구 인프라 구축， 여섯째，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정 

보 및 기술의 국가간 상호교류 확대이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국내에 적합한 미래 재난관리 표준시스 

템 구축 시 신속한 기후변화 대응 뿐 아니라 국내 방재정 

책의 국민 신뢰확보 및 국가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 

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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