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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휘 진 

((특)기업재해경감협회 연구원) 

녹액 방재력에 대한 기초적 이때 

녹색성장(Green Growth)이 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서， 녹색기술 및 청정에너 

지로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뜻한다 1 ) 

그린 ICT는 IT와 ET(환경 및 에너지)， 그리고 교통 재 

난 퉁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저탄소 사회 전환 

을 촉진한다. 그런 ICT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교통수요 

감소， 자원소비 절감， 환경 감시 및 예측 둥을 통해 지방 

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녹색 방재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수단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 방재력을 정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가 생태환경， 방재/화재， 기반시설/시설물， 온실가스로 인 

1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2009. 1 )， 녹색정보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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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사회의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하는 경감활동을 전개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총체적 인 역 량을 뜻한다고 하겠다. 

생태환경 분야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태 및 환 

경정보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위험요소 

를 사전에 찾아내어 해결책을 시행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말하고， 

도시방재 분야는 태풍， 지진， 홍수， 폭설， 한파 둥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해당지역의 시민들에게 긴급정보를 제 

공하여 가장 가까운 대피지역과 방법을 제공하여 재난을 

경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도시기반시설 및 시설불 분야는 도시기반시설 및 시설물 

자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제공/제어/관리함으로서 도시기 

반시설 및 시설물의 실시간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시민들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게 하는 시스템을 뜻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분야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상이변， 자연재해， 

열대성 생물종 북상 동의 생태계 변화와 환경위기가 발 

생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이산 

화탄소 동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를뜻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환경 분야는 사회적구조변화로 나 

타나는 현상 즉 고층화， 지하화， 고령화 둥이 도시 시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어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능형 재난재해 예 

방 및 대웅 체계 구축을 통하여 재난재해 관리 및 대웅 

능력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량， 터 

널， 문화재 등 국가 주요시설에 CCTV, 센서 동을 설치하 

여 실시간 상황 모니터 링 및 의사결정 지원하고 있다. 또 

한 체계적인 재난재해 대웅을 위해 재난 관련기관의 정 

보를 공유 및 연계기관을 차츰 확대하고 있다(그림 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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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방자치단체 지능형 재난건전성모니터링 개업도 

안토니 타란티노(마빼ony Taran디no)2)박사는 금융적， 기술 

적， 그리고 환경적 준수(compliance)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 

계된 거버넌스(goverance ), 위험 (ris셔， 내부 통제에 대한 프 

로세스가 지역에서의 행동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주장 

한다. 지역사회에서 재해위험관리 전략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사건， 활동， 선택과 같은 프로세스 

모델을 활용한다. 지역사회의 위험관리에 대한 이해는 

‘T바1k globalJy and act local ly." 시작할 수 있다. 결국 녹색 

방재력은 지역사회의 지능형 첨단 실시간 모니터링시스댐 

의 구축과활용에 있다. 

재난건전성모니터링이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3월 8일에 제정 고시한 국가재 

난관리기준 제 15조에 재난건전성모니터링(Disaster Health 

Monitoring)이 란 “해당지 역 에 존재 하는 위 험요소를 수집 · 

분석하여 재난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만족할 수 있는 

재난건전성 모니터 링 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구조물 등에 대한 

이상 유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 동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 발생시간 및 위치 등의 정 

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수집된 정보의 

합리적 진단， 분석 및 예측이 가능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분석결과를 계량화하여 위험둥급에 따라 자동으 

로 예-경보를 발령할 수 있어야 하고 넷째， 예측된 재난 

가능성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는것이다. 

다시 말하여， 재난건전성모니터링이란 재난관리 지역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재난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 

여 예측된 정보를 예·경보 또는 국가위기경보체계와 연계 

하여 위험요소를제거하는활동이라고정의할수있다 

이러한 재난건전성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지 

방자치단체의 위험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2009년 

11월에 제정된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제표준 

(ISO 3 1000)3)을 참조하여 지자체 위험관리에 대한 적용 

원칙을살펴보자. 

1) 지방자치단체 위험관리는 가치를 창조하고 보호하며，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방범， 법률 준수， 환경보호， 운영， 

지진호1.1터힘 

서비스 

.111 경보잊 
톨제안내서비스 

쩍죠묘니터힘 

서비스 

그림 2. 지능형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개념도 

2)An thony Tarantino ed(2008), Technology, Finance, EnvironmentaJ, and lntemational Guidance and Best Practices, John Willy & Sons, Inc. 
3)ISO 31000:2009 Risk management -- Principles and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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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와 명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목표를 달성하 

고 성과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원칙과 체계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위험관리는 조직의 통합된 업무절차의 일부분이 되 

어야한다. 

3) 위험관리는 의사결정자들이 지원하는 합리적 선택 

과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는데 지원하여야 한다. 

4) 위험관리는 불확실성의 특성과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5) 체계적이고 시의 적절하며 구조화된 접근방법을 기 

초로 하는 위험관리는 효율적이고 지속적이며 신뢰할 만 

한 결과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위험관리는 최상의 유용한 정보에 기초하여 의사결 

정이 이루어져야한다. 

7) 위험관리는 조직의 내외부의 내용과 그 특성에 따 

라이루어져야한다. 

8) 위험관리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가능하게 하거나 방 

해하는 외부와 내부 사람들의 역 량， 인지와 의도를 인식 

하여야한다. 

9) 위험관리의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 

는 투명하고 포괄적인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10) 위험관리는 새로운 위험 또는 변화에 역동적， 반복 

적 이고 반웅하여야 한다. 

11) 위험관리는 조직의 지속적 개선을 가능하도록 하 

여야한다. 

미국과 같은 방재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위험관리를 바 

탕으로 1차적인 재난대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지능형 재난감시시스템， 상황전달시스템， 의사결정지원시스 

템 퉁 재난통합관리체계이IMS， National lnci뼈rt: Management 

System)가 마련되어 있다. 선진국의 재난관리는 복구중심에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하는 재해 경감법 (Disaster 

Mitigation Act 2000)을 제 정 하여 지 역 사회 의 다양한 재 

난건전성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자원을 지속 

적으로 투자함으로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 녹색방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프로세스， 시스템， 표준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방재프로세스는 재난발생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연통되는 프로세스가 미비하고 특히 지능형 의사결정 프 

로세스를 지원하는 재난건전성모니터링시스템과 시율레 

이션， 예측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국가적 

으로 단순히 재난을 감시하고 상황을 전달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탬이 구축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에 알 

맞게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업무를 표준화하여 지능형 

재난관리 통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그림 3 참조). 

재해·재난유형별로 대처하여야 하는 지역 사회기반의 

생태환경， 방재/화재， 시설/시설물， 온실가스에 관련해서 

위험성 (Hazard)'취약성·피해양상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인 평가방법과 위험에서부터 경감활동까지 연계 프로세 

스 개발 및 지역 재난통합관리운용 시스템 정보화전략계 

획 수립을 통한 지역기반의 녹색 방재력을 위한 핵심요 

소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그림 4 참조). 

방재 역 량 (capabili ty) 향상을 위한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난통합운영시스템이 얼마나 

재난담당자들의 역량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 

기 위해서 재난감시， 의사결정， 상황전달 시스템 동의 신 

뢰성을 평가해야 한다 신뢰성에 대한 평가는 사용 환경 

lIr.，.ι，. 1.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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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통합체계도 

과의 호환성， 소프트웨어 기술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 시스템은 재난감시 시스댐， 의사결정 

시스템， 상황전달 시스템， 그리고 인터페이스 기능이다. 

지역사회기반 방재성능을 분석하는 모델도 개발하여 

야 한다. 재난통합운영시스댐이 방재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com petency)을 분석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신뢰성 

이 우수한 재난통합운영시스댐이 재난감시 3 상황관리， 상황 

전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재난관 

리 담당자들의 설문조사 및 면접에 의해 분석한다. 

재난감시 업무는 지역사회에서 생태환경， 재난/안전， 

기반시설 및 시설물， 은실가스에 관련된 현장 자료를 센 

서를 통해 수집해서 시각화하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또한 필요로 하는 기관 및 기업 동에 전송하는 

기능의 효율성 평가하면 된다. 

상황관리 의사결정분야는 해당지역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파악·분석해서 재난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 

여， 예측된 정보를 예경보체계 또는 국가위기경보체계와 

연계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상황전달 업무는 예-경보와 위험퉁급에 따른 지휘통제 

수준 및 이에 따른 표준행동요령을 재난관리와 관련된 

조직 내부에 전달하는 상황전파 업무의 영향정도를 평가 

한다. 더불어 예·경보와 위험퉁급에 따른 표준행동요령을 

주민， 기업， 다중밀집시설， 산업단지， 미디어 퉁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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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재난홍보 업무의 영향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스댐 인터페이스 기능 평가는 재난감시 

시스템， 의사결정시스템， 상황전달시스댐을 통합하고 아 

울러 재난상황실에 정보를 표출하며 기타 외부기관과 인 

터페이스가 돼서 쌍방향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지능형 재난건전성모니터링 프로세스 

녹색 방재력을 확보하는 지능형 재난건전성모니터 링 프 

로세스는 4단계로 구성된다. 진단， 분석， 예측， 대응이다. 

l 단계 진단 단계는 실시간 현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이며 그 내용은 센서기반의 현장데이터 수집， 지리 

정보와 센서의 매핑， 멀티미디어 정보를 저장， 센서데이 

터를 현장에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2 단계 분석 단계는 위험분석 및 유지관리서비스 절차 

이다. 이는 수집된 데이터를 설정된 입계치 진단구간에 

따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휴리스틱 기법에 따라 

정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종합하여야 한다. 특히 위험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위험평가에 따른 사전조치를 시행 

하여야한다. 

3 단계 예측 단계는 피해예측과 예-경보절차이다. 수립 

된 데이터를 토대로 피해예측 모형에 따라 예측된 결과 

를 GlS와 매펑하여 시각화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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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색방재력 강화톨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 재난건전성모니티링의 고찰 

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정확한 상황판 

단과 합리적인 위험등급 분류에 따라 예·경보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는 표준행동매뉴얼의 가동기준이 된다. 

4 단계 대응 단계는 지휘통제， 상호협력， 그리고 의사 

결정 절차이다.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상황을 전파하고， 

재난관련 조직을 지휘 및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유관기 

관의 협력을 유도하고， 시민을 비롯한 외부에 재난에 대 

한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의 새로운 표준 

그 동안 복구중심의 재난관리에서 예방중심의 재난관 

리로의 정책적 변화의 시발점은 “국제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중심으로 행동하라”에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중심 

의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지역의 재난모니터링 역량의 강화가핵심이다. 

이러한 재난예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안 

전부에서 제정·고시한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재난건전성모 

니터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표준(ISO 31000 Risk 

Management)의 적용과 다양한 첨단센서의 실시간 자료를 

수집하여 진단하고， 그 위험을 분석하여 시률레이션하고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재난건전성모니터링체계를 시급히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최상의 현장 모니터링정보를 

통하여 재난관리책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 

고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표준화기구 재난관리기술위원회(lSOπC 223 Societal 

Securi ty)에서도 연속성관리(ISOIDIS 2230 1), 지휘와 통제 

(ISOIDIS 22320) 등 재 난관리 분야의 다양한 국제 표준규 

격이 올해에 제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2010년 3월 1 5일에 작성되어 국제표준규격(DIS) 

투표가 진행중인 사회안전 - 재난관리 - 지휘와 통제 요 

구사항(ISOIDIS 22320) 국제표준규격 안의 목차 구성 은 

다음과같다. 

l 장: 문서의 범위 

2장:참조표준 

3장: 용어와정의 

3. 1 지휘 와 통제 프로세스 : command and ∞nσ01 process 

3.2 지 휘 와 통제 시 스댐 : conU11a.nd and conσ01 system 

3.3 협 력 : cooperatio.n 

3.4 조정 : coord i.nation 

3.5 데이터 :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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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빼빼빼을I암~t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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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재 난관리 : emergency management 

3.7 사고 지휘 : i.ncide.nt command 

3.8 사고 관리 : i.ncident ma.nagement 

3.9 정 보 : i.nformation 

3.10 첩 보 : l.ntelligence 

3. 11 운영 정 보 : operational i.nformation 

3. 12 조직 : orga.l1lzatlOn 

4 지 휘 통제 요구사항 :R，여uirements on command and control 

4. 1 일반 사항 Ge.neral 

4.2 지 휘 와 통제 시 스템 : Command and control system 

5. 운영정보절차에 대한 요구사항 

5.1 일반사항 

5.2 운영정보 절차 Operational i.nfonnation process 

6. 협 력 과 조정 요구사항 : Cooperation and coord i.nati on 

reqUl rements 

6. 1 협 력 요구사항들 : Cα00얘pe히r때on re여q대따u비llr뼈삐re떼6히me히태nt까ts s 

6.2 조정 요구사항 : Coordinatio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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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강휘진 

6.3 상호협력과 조정에 있어서 정보공유 infonnation 재난전조정보를 도출하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 된다 

sharing 소방방재청에서도 2010년을 기점으로 재난전조정보 제도를 

6.4 상호협력과 조정에 있어서 인간적 요인 Human 도입하여 지능형 재난건전성모니터링체계를 도입을 시 

factors in command and control 도하고 있다. 전국에 산재 된 다양한 위 험 관련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위험퉁급을 산출하는 현 

이러한 국제적인 재난관리표준의 흐름에 발맞추어 한 실적이고 예측력이 뛰어난 재난전조정보를 생성하는 체 

발 앞선 대책마련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립함으 계를 구축하기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로서 녹색방재력을 강화하여 재해에 강한 도시와 지역이 이러한 재난전조정보에 따라 지능형 재난예방대책을 

되는 u-녹색방재도시 건설에 노듯돌을 놓아야 한다.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자의 최종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획득하여 재난발생에 한 발 앞선 예방활동을 전 

재난전조정보관리체계의 도입 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적 재난경감체계가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 재난건전성모니터링시스템을 도 되기를 기대한다 

입하는 것은 재난의 전조현상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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