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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재난의 발생은 복합재난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의 필요성 

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반시설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의 국가기반시설 관련 법 ·제도를 조사 분 

석하였으며， 국가기반시설의 분류체계를 8개 분야에서 정부서비스， 다중이용시설， 국가기념물， 방위산업기초를 추가하여 13 

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기반시설，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목표시설 둥으로 나뉘어 지정 관리 

되는 현행제도를 국가기반시설로 통합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기반체계 통합관리방안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프레입 

워크(안)올 제시하였다， 

액심용어 국가기반시설， 법제도， 통합방안，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ABSTRACT The occurrence of disaster lately is coming with the more complex form and increasing the necessity of 

National Infrastructures Protection Plan(NIPP). Intemational and domestic laws and systems related to critical infrastruc
tures were investigated. The program in which the classificat ion of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was expanded eight 

fields to thirteen fields including emergency services, large gathering sites, defense industrial base, and national monu
ments wa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plan for integrating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national important infrastruc

tures and national security infrastructures and a NIPP framework were proposed 

KEYWORDS: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laws and systems, integrated plan,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NI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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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재난발생은 자연현상， 사회적， 경제적 및 기술 

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자연현상으로는 지구온 

난화에 기인한 기후변화로 여름철 게릴라성 집중강우， 폭 

염， 황사， 태풍 등의 원인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고도화， 복잡화， 다양화 등으로 복합재난의 성격으로 나 

타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 

넷 사용인구의 증가로 사이 버 재난 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노령인구 증가， 조류독감， SARS 등 전염병 

예방체계 등 보건의료 측면에서도 재난원인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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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경제적 원인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파괴 등의 2차적 재난피해 발생을 들 수 있으며， 기술적 

원인으로는 도시계획， 기반시설구축 단계에서 방재개념 

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한 재해발생， 댐·교량 대형건축물 

등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붕괴위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재난은 단순히 하나의 재난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 

니라 여러 재난이 연계되어 나타는 복합재난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국가기반시설 

물의 파괴 등은 곧바로 국가기반시설의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져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에 차질을 가져오는 사회적 

재난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난관리 책 

무 증대 및 핵심기반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으며， 이는 9.1 1 테러 이후 ‘포괄적 안보’ 개념의 정립 및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로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 



68 류지협·임익현·황의진 

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에너지， 식용수， 물 

류， 정보통신， 보건의료 등과 같이 국가의 존속과 국민의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반을 위협하는 사례 

증가는 국가의 적극적인 국민보호를 의미하는 ‘시민 보호 

(Civi l Protection)’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펼요성을 가중시 

키고 있다. 즉， 국가 핵심기반시설을 국가 위기관리의 중 

요한 영역으로 설정，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전개할 필요성 

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행정안전부， 2008)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 여러 

기관으로 중복 지정되어 관리되는 국가기반시설 또는 국 

가핵심시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법 

령 및 제도를 살펴본 후 국가기반시설의 정체성 확보방안，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프레임워크(안)제시 및 국가기반 

시설의 분류체계를 재정 립하였다. 

2. 국가기반체계 관련 법제도 

2.1 우리나라 재난 및 시설물 관리제도 현황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 

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정부는 민방위기본법，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등 법·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재난관련 법체계는 재난의 예방·대 

비·대응·복구에 관한 기본원칙과 공통적인 내용을 규정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기반으로 재난유형에 따라 관련 

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과 관 

련하여 각 부처 청 등에서 운용중인 법률은 120개에 달한 

다(소방방재 청 , 2007). 

국가기반시설과 관련한 법령으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 

본법과 통합방위법 그리고 국가시설 및 중요시설을 관리 

하고 있는 개별 부처 및 기관등의 소관법률에 의하여 지 

정·관리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7). 기본법은 21세기형 

선진 국가재난관리 체제구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정책 실현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 도모를 기본이념으로 제정된 것으로 자 

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이원화되어 사용되던 재난의 개 

념을 통합하고，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마 

비로 인한 피해까지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재난및안 

전관리기본법， 2008). 통합방위법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 

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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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 체계 (소방방재청 ， 2007) 

미치는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정의하여 지정·관리 해 오 

고 있으며(통합방위법， 2008), 보안업무규정은 국가보안 

목표시설을 파괴·태업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 또 

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에 연쇄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과 

선박항공기 ， 등 중요장비를 보호장비로 정의하고 있다 

(보안업 무규정 , 2006). 

2.2 중요기반시설보호(CIP) 해외사례 

미국에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동원·기획 등 관련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직속의 국토안보부{뼈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자연재난 담당기구인 연방재난 

관리청(FEMA)이 있다 국토안보부 위기관리체계는 테러 

사태를 예방·대응하고 미국 본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여 관련 연방정부 기관과 주정부와의 업무를 조정하며， 

국경 및 교통안전， 재난예방 및 대응， 생화학·방사능 및 핵 

대책 전담， 정보분석 및 기반 기술보호 업무 등을 담당한 

다. 미국에서는 두 가지 유형， 즉 핵심기밴C끼tical Infìastructure) 

과 주요 자산(Key Asset)으로 나누어 보호정책을 구성하 

고 있으며， 핵심기반 보호대상에는 농업 및 식품， 음용수， 

공중보건， 긴급서비스， 방위산업기초， 통신， 에너지， 교통， 

은행 금융， 화학산업 및 유해물질， 우편·해운， 주요제조산 

업 등이 있으며 주요자산에는 국가적 기념물 및 상징， 핵 

발전소， 탱， 정부시설， 주요상업자산 등이 있다(U.S. DHS, 

2006) 독일의 국가기반체계는 교통， 에너지， 위험물질， IT 

및 통신시설， 금융 및 보험， 서비스(보건， 경찰 및 소방 등 

긴급서비스， 긴급구조)， 공공행정 및 사법시스템， 기타(언 

론， 주요건물 등) 등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기 

반시설은 고장 또는 손실로 인해 공공안전 또는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심각한 붕괴， 그리고 지속적인 공급체계에 

애로를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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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캐나다의 중요기반시설은 붕 

괴되거나파괴될 경우효율적인 정부기능또는 캐나다국 

민의 건강， 안전， 안보 및 경제적 행복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물리적 시설 및 정보기술설비， 네트워크， 서비스 및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는 중요기반시설을 은행 및 

금융， 통신， 비상(응급)서비스， 에너지， 식품， 공중위생， 상 

징물 및 공공집회， 수송 및 물 서비스의 9개 분야로 구분 

하고 보호대상 분야별로 실무대응조직을 구축하여 기반 

체계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영국의 국가기반체계 관리는 

1989년 안보서비스법 (Security Service Act of 1 989)에 의 

거하여 국가기반체계보호센터 (Centre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가 2007년 2월 설립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CPNl는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국가기반체계 

안보조정 센터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ecurity Co-ordination 

Centre), 영국안보서 비스(the UK’s Security Service), 국가 

안보자문센터 (the National Security Advice Centre)를 통합 

하여 구축되었으며 국가안보가 직면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략 측면에서 정부에게 안보자문을 제공한다. 

CPNI는 전술된 NISCC와 NSAC의 기능만을 통합하여 수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간 혹은 부서간 기관으로서 다수 

의 부와 청의 자원을 활용하는 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 

다 일본은 국가기반체제의 관리에 대해서는 특정기관이 

모든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정부기관， 

기업체， 연구기관이 서로 간에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해당 

기반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국가기반체제로 

서 핵발전소，사이 버 태러，통신안보，오래된 다리 등에 국 

가적 관심을 기울이면서 관리를 하고 있디. 일본은 국가 

기반관리체계로서 정보시스템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으 

며 내각관방 산하 국가정보보호센터 (NISC)의 Action Plan 

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3. 국가기반체계의 분류제계 재정림 

3.1 국가기반체계의 재정의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 (2008)에 의하면 “국가기반체계”를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보건 의료， 원자력， 건설 

환경， 식·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 인적 체계 

로 정의하고 있다. 물적체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 보호대 

상으로 분류된 분야에서의 구조적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 

로 에너지 분야의 경우 전력， 가스， 석유 등의 생산·저장‘ 

전송시설을 의미하며， 인적체계는 그러한 시설을 관리하 

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본법 제3조 제 l호 

에서는 “국가기반재난”을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국가위기관리지침(2008)에서도 나타 

나 있는 데， 국민의 안위와 국가 경제의 안정성 및 정부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테러， 대규모 시위 ·파업， 폭동， 재 

난 등 제반 위협 및 위험으로부터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재난환경의 변화와 선진국의 적극적인 국가기반 

시설 보호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정의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지속적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 

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략적 

정책이 포함된 형태의 다양한 분야를 수용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도출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국가기반체 

계를 재정의 하면 국가기반체계란 “붕괴， 중단 등으로 인 

하여 국가 안전보장，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부 

서비스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 

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기반시설 및 

핵섬자원” 또는 “에너 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 

의료， 원자력， 생활환경-화학， 식·용수， 정부서비스， 다중 

이용시설， 국가기념물， 방위산업 등이 점거， 파괴 및 기능 

중단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 국가경제 및 국기-안전보장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또는 물적 인적 서비 

스체계”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국가기반체계의 분류체계 재정립 

현행 국가기반체계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등 8대 분야로 보호대상 

을 분류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고，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주요 핵심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 유지를 원칙으로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7). 하지만， 국가기반체계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분야에서도 각종 사회안전을 위협 

하고 국가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인위적인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 국가기반시설 보호분야를 확대 개편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핵섬기반 보 

호대상을 1 7대 분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보호자산의 개념을 도입하여 ‘핵심체계를 위협하지 

는 않으나， 지역적 재난이나 국민적 긍지·신뢰에 심대한 

손상을 주는 대상물(예를 들면， 개인·지역시설)’도 지정하 

여 관리하고 있다(U.S ， DHS, 2006; U.S. DHS, 2007). 

우리나라도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현행 국가기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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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기 반체계 보호대상분야 확대 방안 

계에 대해 보호대상을 재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 

호대상별로 개별부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안전부 

탄생과 함께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구축을 정책적으로 추 

진하는 현 시점에서 포괄적인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목표시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현행 국가기반체계 보호분야， 미국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계획이IPP)을 비교하여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8개 분야에서 정보통신을 

통신과 정보기술분야로 분리하고， 환경분야를 확대하여 

생활환경화학으로， 여기에 정부서비스， 다중이용시설， 국 

가기념물， 방위산업기초를 추가하여 국가기반체계 분류 

체계를 그림 2， 3과 같이 13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 

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대상 분류를 위 

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첫째 국가에서 운영 

하는 공공시설 뿐만아니라 민간이 운영 ·관리하는 기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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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가기 반체계 보호분야에 대한 세부지정 

EJ국재난관21표준학희 논운즙/ 제2윈 제3호 

설도 포함해야 한다. 둘째 국가안보， 국민의 기본생활 및 

경제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 사회기반시 

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셋째 물리적 시설 뿐만아니라 

소프트적인 시스템 및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 

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보통신의 경우 유무선망을 구 

분하여 세부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적 

자긍심 및 국가적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도 지정 · 

관리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정분야 상호간의 연계성 정도 

에 따른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lj. 국가기반체계의 정체성 확보방안 

4.1 타 법령과의 연계방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핵심시설에 대하여 특별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은 크게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가중요시설이 있다.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지침에 의해 

분류되어 있는 분야도 국가기반체계 재정립시 갈등요소 

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국가기반체계의 효율적 대처와 

대응의 발전적 모색을 위해서는 타 법령에 의한 기반시설 

지정관리체계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지정현황 파악 

과 함께 타 법령에 의한 국가보안목표시설 국가중요시설 

과 비교 검토하여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행정안 

전부， 2008). 

국가기반체계는 에너지， 정보통신， 보건의료， 식용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많은 기관 

들이 관련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소관 기반시설 관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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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기 반체계 보호계획 추진 로드댐 

을 해오고 있다 특히 국가의 핵심시설에 대하여 국가안 

보측면에서 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보안목표시 

설과 국가중요시설 지정관리 제도는 국가의 존위와 관 

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국가보안목표시설， 국 

가중요시설 및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통합적 관리의 기 

반조성을 위하여 그림 4와 같은 단계적 추진체계를 제 

시하였다. 

또한， 현행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대책， 국가중요시 

설의 방호계획 및 국가주요시설의 시설물 안전및유지관 

리계획 등을 국가시설 관리기관에서 각각 수립하여 시설 

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체제에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을 각각 시설관리기관에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시설관리자 뿐만아니라 부처간의 갈동을 낳을 수 있는 요 

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는 행정안전부의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통합적 관리의 사회적 공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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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각 시설관리계획의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으로 톰합 
프로세스 

형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펼요하며，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근본적 목표는 통일하면서도 추진기관별로 

각기 다른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하는 문제로 일선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재난상황 

시 의사결정과 효율적 대처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야 하며，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그림 5는 각 시설관리기관에서 수 

립하고 있는 각각의 계획을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으로 

통합하는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것이다. 

4.2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프레임워크(안) 제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기반시설 보 

호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시설관리 제도를 재난관리활동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현재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시 

설에 관련된 법령에서 수립하도록 하는 대책이나 계획들 

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비상대비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령에 관련된 사항들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안전에 관련된 국제 표준이나 국내 표준 

등을검토하였다. 

따라서， 국정원의 경비보안계획， 국방부의 방호계획， 소 

방방재청의 EAP계획 및 현행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계 

획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사회안전 국제표준으로 개발 중 

인 ISOIPAS 22399 IPOCM 및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 

인 국가 재난관리표준(안)을 참조하였다. 또한， 국가기반 

체계 보호계획의 프레임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의 NIPP 

를 모델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렇게 분석·검토된 사 

항들을 통해서 그림 6과 같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프 

레임워크(안)의 구성항목을 도출하였다. 

닐위갚3%(인i밟} 1Ij || 짧 I ~지윈리 
￡짧~II | g잉극 1'1얀시응 ~S앤리뼈1 1' 뻐 
없A | 국정월 결닝l 보씬껴|빼 | 

*앓@ ||1 il~IIjI~2.:‘ | | 
JI\!윈입ii!I!!1 11 , I ~닝 띠비 

| EAP l.1매 | 

밟 | 상잉윈입 | 

그림 6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안)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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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르르 
‘-

최근 재난은 여러 재난이 연계되어 나타나는 복합재난 

외 r‘성격으로 발생하고 있다. 즉， 자연재난으로 국가기반 

시설물의 파괴 등은 결국 국가기반시설의 서비스 중단으 

로 이어져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에 차질을 가져오는 사 

회적 재난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의 재난관리 책무 

증대 및 국가기반시설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반체계의 통합적 관리방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의 재난 및 시설물 관리 120여개의 법령과 미국， 영 

국 등 해외의 국가기반체계 관련 법 · 제도를 분석하였다. 

2. 국가기반체계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지속적 발전 그 

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는 전략적 정책이 포함된 형태의 다양한 분야를 수용 

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3. 국가기반체계의 분류를 기존 8개 분야에서 정보통신 

을 통신과 정보기술 분야로 분리하고， 환경분야를 생활환 

경화학으로 확대하였고， 여기에 정부서비스， 다중이용시 

설， 국가기념물， 방위산업기초를 추가하여 13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4. 국가기반시설，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목표시설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국가기반시 

한국재난관2/.표준학희 논문즙/ ÁI/2권 제3호 

설로 통합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기반체계 통합관리 

추진체계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프레임워크(안)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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