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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로 

태풍， 홍수， 폭설 퉁으로 인한 재난발생 이전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투자함으로 방재산업 

이 활성화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기업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방재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정책 

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lSO) 사회공동체안전 기 

술위원회 (TC/223 Societa1 Security)가 2006년도 5월에 출 

범하여 기업의 연속성관리에 대한 국제표준제정을 목전 

에 두고 있다. 재난발생에도 사업연속성을 확보함으로서 

재해에 강한 기업이 됨으로서 고용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공익적인 사회적 책임기업의 역할 

이 점차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해경감에 대한 기업들의 이중 부담， 

부처별 중복지원 동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 

용지출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면서도 재해대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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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시 

행하고 있다. 

r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07.7 .1 9， 법률 제 8530호， 이하 기업지원법이라 한다.) 

되고， 국가재난관리표준에 대한 연구개발이 수행완료 되어 

기업재난관리표준이 제정·고시 (2010년 4월 2일)됨에 따라 

제도 확산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국가의 책무라기보다는 기업의 책임이라는 인식 

으로 기업 스스로가 재난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기업문화 

가미흡한실정이다. 

기업은 재난관리와 재해경감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편 

이다.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 

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며， 재해경감은 재난의 피 

해를 줄이기 위하여 1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2)재난 

이 발생하더라고 사전에 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 

서 피해를 줄이는 사전활동을 전개하거나， 3)재난발생 후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뜻 

한다 

미래의 경제사회는 기업이 재난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여야 한다. 기업재 

난관리정책 추진기획단(‘07.09-’ 08.0 1 )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유형별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지침서 작성을 

시도하였으나 과제범위의 방대함 및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향후 연구개발로 추진을 결정하였다 모든 산업유형 

에 공통 적용 가능한 “기업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강활동 

계획 수립지침” 을 먼저 제정하고， 향후 산업유형별로 확 

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기업이 가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기업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산업별 세 

부지침서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별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 세부지침서의 부재는 기업이 참여하고 싶어도 

자신들의 기업경영환경에 맞는 구체적 모델이 없어 혼란 

만가중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사업연속성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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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난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부처 역할 

(ISO/DTS 22301 연속성관리 인증규격) 국제표준 제정활 

동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러한 표준들을 국내환경 

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전문가회의， 설문조사 동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는다소소홀한편이다. 

현재 기업지원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전략계획은 미비한 실정이다. 기업지원법의 시 

행과 함께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미흡하다. 재난관리는 정부차원의 공공조직 

에서만 운용되는 공공재이며 민간기업의 역량을 한데 

모아 국가차원의 재난대응을 전개함으로서 그 피해를 최 

소화하여야 책무가 정부에 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을 설득하여 재해경감활 

동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다양한 활 

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가 기업의 

재난대비를 위한 역 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함으로서 자연 

재해，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 

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 

는 것이 기업재해경감제도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궁극 

적 목적이다. 

11. 기업의 재때경감지원제도 활성화 전략 

1. 기업재애경감지원 제도의 SWOT 분석 

1.1 SW OT 분석 5단계 

전략수립에 있어서 정부조직 및 일반 기업에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황분석수단이 바로 SWOT 분석 

기 법 이 다. 조직 내 부의 강점 (Sπength)과 약점 (Weakness), 

그립 1. SWOT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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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부 환경 의 기 회 (Opportunity)와 위 협 (Threat)을 분석 하 

는 것이다. 외부기회를 활용하여 내부강점을 이용하고， 

외부위협에 대항하여 내부약점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과 

대안을 찾는 분석기법이다. 

SWOT 분석 모형을 통하여 기업재해경감제도를 분석 

하고 소방방재청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 

운 사업의 기회를 찾고， 자신의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외 

부의 위협에 대처하는 전략을 수럽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기업재해경감 지원제도에 대하여 SWOT 

분석 즉 강점 (S), 약점 (W), 기 회 (0)와 위 협 (T)의 4가지 요 

소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제도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방재청의 역량에 대한 자체 내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우리 조직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우리 조직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며， 외 

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요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및 하게 될 일간의 차이 그리 고 할 수 없는 일들 

을 확인하고 해야만 하는 일을 결정하는 것이다 

SWOT 분석 방법에 따라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 

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서술하여 좋은 쪽으로 작 

용하면 기회， 나쁜 쪽으로 작용하면 위협으로 분류， 즉 

같은 상황이라도(예를 들면 주 5일 근무， 경기 침체 퉁)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전개되면， 기회로 부정적으로 흐르 

면 위협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수한 정보를 자 

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구체화 하는 

것이다. 

내부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은 경쟁자와 비교하여 나의 

장·약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SWOT 전략수립의 4가지 방 

안을 살펴보자. 우선， 자신의 강점(S)을 가지고 기회 (0)를 

살피는 전략이다. 즉 강점 -기회 전략(S-O전략)으로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강점을 사용히는 전략이다. 둘째는 

자신의 강점 (S)을 가지고 위협 (T)를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이는 강점-위협 전략(S-T전략)으로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하여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셋째로 자신의 

약점O씨을 보완하여 기회(0)를 살리는 전략이다. 약점 -기회 

전략(W-O 전략)은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시 장의 기회 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넷째는 자신의 약점(w)을 보완하여 

위협 (T)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약점 -위협 전 

략(W-T 전략)은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 

하는전략이다. 

SWOT 분석의 기본 단계는 그림 2와 같이 5단계로 제 

시할수 있다 . 

.È!..λ‘ '-'- • 7 l 단계는 내외부 환경요인에 대한 Poo l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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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업재해경감 지원제도 SWOT 분석 5단계 

는 것이다.2단계는 도출요인 Pool에서 주요 환경요인 추 

출하고， 3단계는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대웅방안 p。이 구 

성하는 것이다. 4단계는 p。이ing에서 주요 대응 방안을 

추출하여 5단계에 핵심전략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로 

SWOT 기본적 분석 5단계 이 다. 

·국에g준잉기구IISOI의 씨닌 
관리관련 g준셰징월동 

·미국 얘닌런리g준 셰g 잊 흔 
잉 

.~국 시엄연혹싱윈리B준 III 
엉및를g 

·미국밍 찌닌윈리g준 민긴루 
g 인g 및 인증제도운g 

·앙국 8825999 인흥시업 용 
보 및 0IJ1’팅 진JI 

·일븐 잉lI!H흥에도 시영 
·일븐 보엉료 일인찌도 ).I l!l 잊 
흥쇼기업잉 초급 증급， 고급괴 
정홍영 
·일은 밍씨시 교욕비 4인앤 지 
원 
.01국의 민긴 lIiI쩍 셰닌때비 
g흔엉에 m라 민g 잊 인률 
제도운g 

.01국 III01겸깅엉01 <<1리 증쇼 
기엉 ll!!l때도 를g 

·일은 잉찌도시 민톨기 
·일븐 - 민간피 시잉엉 잉율 01 
응만 n억잉재 약링강회 

·셰빼킹강월동 핀린 위원외 - 일 
은 중잉잉1I외의의 기엉잉찌 검 
토위원회 훈~. BCP 수링 즉전 
을 위흰 버끽무 겉토회잉 세에 
걸김일동 기업멍기 잊 엉무언익 
상 임깅그톨 - 내각후 잉U대신 
·기업언 사업g속싱권리 민g 잊 
민중위g회구싱훈g 

.~국g준월얘시 안국기엉때 시 
엉연육상잉리 인용)J엉 

·미국 모토흥리 헌국 거해JI엉얘 
BCP 재잊 수링 g구 

·잉븐때1lE! 헌국의 시엉연속성 
및 씨에결깅일동 U도 죠시지 
잉g 

.01국. 일 e. g:국 등 애닌관리 및 
시g연속싱 국셰회의 JI죄 및 
~g 

1.2 SWOT 분석 기법 1단계 

SWOT 분석 1단계는 기업재해경감제도의 내·외부 환 

경요인에 대한 Pool을 구성하는 것이다. 내부 및 외부환 

경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요인들을 모두 정리하는 단계 

이다. 기회요인， 위협요인， 강점요인 및 약점요인 퉁이 

각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10여개 이상으로 정리하는 단 

계이다. 

1.3 SWOT 분석 기 법 2단계 

SWOT 분석 2단계는 내 ·외부 환경요인 p。이에서 도출 

된 기업재해경감제도 주요환경 요인 들을 추출하는 것이 

다. 1 단계에서 정리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의 모든 요인 

들을 중요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유사 

한 요인들끼리 묶어서 기회요인， 위협요인， 강점 및 약점 

별로 3- 47H 주요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찌에정김§ 위인 기업의 lIl !I 
동지월얘 윈믿 엉흩얘엉 잊은 
잉12007년 7월 이흥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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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U 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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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용억수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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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언네트쩌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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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신잉우여 

·업인U 깅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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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업재해경감 지원제도 SWOT 분석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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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업재해경감 지원제도 SWOT 분석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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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난대비 역량강화훌 위한 중앙부처 역할 

1.4 SWOT 분석기법 3단계 

SWOT 분석 3단계는 기업재해경감제도 활성화 대책 

Pool을 구성하는 것이다. 2단계 도출된 주요 환경요인들 

을 전략과제 도출을 위하여 강점 -기회， 강점 -위기， 약점 

기회， 약점 -위협 동으로 종합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가. 강점-기 획 전략추진 과제 Pool 

- 법률을 기반으로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특수법인 기업재해경감협회 활동 강화 

- 산업별 세부지침 고시 및 교육홍보 

- 재해경감기업지원제도 포털서비스 구축 운영 

- 법인세 감면제도조속수립 및 시행 

- 재해경감활동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능별 위원회 및 

자문기구구성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달 입찰시 가산점 부여 및 참 

여기관확산 MOU 추진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경감， 대응， 연속성， 복구 

단계별로세부지침 제정 및 고시 

- 국제표준화기구 재난관리기술위원회(JsorrC223) 회 

의참가를 통하여 국제표준 제정 추진 

-재난전조정보 또는 재난건전성모니터링 동 국제표준 

화분야 제정분야 선정 및 추진 

-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과정 운영시 교육비 지원제도 도 

입(일본방재사참조)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평가와 관련된 초급， 중급， 고급 

둥단계 인증방안도입 

- 재해경감활동 전문방재대출 제도 도입 

- 재해경감활동 인정 보험료 할인제도 추진 

- 재해경감활동 평가시 경감， 대응， 연속성， 복구 단계별 

국제표준 상호인증방안 도입 

-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업연속성계획 지침에 재해경감활 

동추가요청 동추진 

- 재해경감기업지원제도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다양한 기법， 기술 및 표 

준에 대한연구사업단확럽 

-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업재해경감제 

도참여협력방안수립 

나. 강점 -위협 전략추진 과제 Pool 

-지역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기업을지역방재의 한축으로자리매김하는정책 개발 

- 재해경감활동 관련 중앙부처 위원회 구성하여 민간기 

업 대표기관참여 

제4권 제1호 2011던 3올/ 

- 중앙부처 중심의 재해경감활동 활성화 회의 2개월에 

I회 개최 - 관련부처 참석 

- 재해경감활동 인증과 인정을 전담할 별도기구 구성 

- 한국기업의 BCP수립현황 실태조사 퉁 재해경감활동 

관련 전국실태 및 면접조사 시 행 

- 국제 기업재해경감활동 컨퍼런스 및 세미나 l년에 2 

회 이상개최 

- 한중일 3국 재해경감활동 공통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영국 BS 25999 인증 동 분야별 국제인증을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으로 대체방안 수립 

- U-방재도시 또는 방재마을 인증과 기업재해경감제도 

의 연관성 도입 

- 사회적 책임기업 제도에 재해경감활동부분이 한 요소 

가되는정책추진 

- 재해경감활동초급，중급，고급교육과정 개설 

-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동 기업규모별 재 

해경감활동활성화전략수립 

다. 약점-기회 전략추진 과제 Pool 

- 기업재해경감제도 정보제공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 구 

축및운영 

- 인재육성 교육과정 구축 및 원격교육과정 개설 

- 각 지방자치단체별 교육， 세미나 퉁 홍보활동 전개 

- 중소，중견，대기업 규모별 별도의 활성화전략수립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자체평가 점검지침 제정 고시 

- 재난대비 및 사업연속성계획 수럽과 관련된 IT 지원 

도구개발 

- 기업방재전문 대출제도 도입 

- 기업 방재활동 지원재정 도입 및 확충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기업재해경감제도 활성화 지원 

대책수립 

- 안전관리계획과 기업재해경감제도의 연계 

- 부처별 사업연속성관리 가이드라인 협력방안 수립 추진 

- 재해경감활동 및 BCP 관련 책， 팡플릿， 세미나 자료집， 

서비스제공 

- 국제표준화기 구(1S0)의 재난관리관련 표준 제정 활동 

- 재난관리표준 민간부문 인증사업과 재해경감활동 인 

정 및 인증제도 연계방안 수립 

- 재해경감우수기업 제도 홍보 및 마케팅 전개 

- 재해경감활동 지원 대출제도 시행 

- 보험회사와 보험료 할인제도 협약 및 시행 

- 재해경감활동기초，초급，중급，고급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과정 교육비 50만원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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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강휘진 

- 기업재난관리자 국가공인자격중 둥록 및 관리절차 도입 

- 재해경감 기업지원법에 인정 및 인증을 전담하는 기 

구별도설립 및 운영 

- 재해경감 기업지원법에 중소기업 지원제도 신설 추진 

라. 약점-위협 전략추진 과제 Pool 

- 방재도시， 안전도시 정책과 연계방안 수립 

- 민간과 기업을 지역방재활동 참여유도 

- 재해경감활동 관련 기업방재 활성， BCP 수립촉진， 기업 

재해경감활동 평가 및 인증 둥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 기업의 사업연속성관리 인정 및 인증기구 설립 

- 영국， 미국， 일본 퉁 외국기업에서 한국기업의 사업연속 

성계획 수립요청시 신고의무부여 및 인증평가지원 

- 한중일 및 미국동 사업연속성 및 재해경감활동 제도 

분야 국제협력 회의신설 추진 

-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 정보제공 포탈사이트 구축 및 

인터넷서비스제공 

- 기업재난관리자 전문교육과정 

-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담당자， 평가담당자， 컨설팅 

전문가 퉁 인재육성 교육과정 

- 각지방자치단체별 교육，세미나 퉁 홍보 및 교육활동 전개 

- 중소， 중견， 대기업 규모별 별도의 활성화 전략 수립 

및집행 

- 기업 자체평가 점검지침 제정 및 고시 

- 재난대비 및 사업연속성계획 수립과 관련된 IT 지원 

도구개발 

- 기업방재전문 대출제도 도입 추진 

- 기업 방재활동 지원재정 확충 및 평가체계 수립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기업재해경감활동 지원체계 도입 

- 안전관리계획과 기업재해경감제도의 연계 

- BCP 관련 책， 팝플릿， 세미나 자료집， 웹포털 서비스 

제공미흡 

1.S SWOT 분석기 법 4단계 

SWOT 분석 4단계는 기업재해경감지원제도 활성화 전 

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3단계 도출된 대책 p。이에서 강점 

-기회， 강점-위기， 약점 -기회， 약점 -위협 분야로 주요전략 

을도출하는것이다. 

가. 강점-기획측면에서 주요전략 과제 

- 법률을 기반으로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재해경감기업지원제도 홍보 및 교육 활성화 

-재해경감활동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능별 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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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구성 운영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경감， 대응， 연속성， 복구 

단계별로 세부지침 제정 및 고시 

- 국제표준화기구 재난관리기술위원회 (lsorrC223) 회 

의참가를통하여 국제표준제정 추진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과정 운영시 교육비 지원제도 도 

입(일본방재사참조)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평가와 관련된 초급， 중급， 고급 

둥단계 인증방안도입 

- 재해경감활동 전문방재대출 제도 도입 

나. 강점-위협측면에서 주요 전략과제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 연계성 확보 

및 기업의 지역방재 참여정책 수립 

- 재해경감활동 인증과 인정을 전담할 별도기구 구성 

- 한국기업의 BCP수립현황 실태조사 퉁 재해경감활동 

관련 전국실태 및 면접조사시행 

- 영국 BS 25999 인증 둥 분야별 국제인증을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으로대체방안수립 

- 사회적 책임기업 제도에 재해경감활동부분이 한 요소 

가되도록정책적으로추진 

- 재해경감활동 초급， 중급， 고급 교육과정 개설 및 소기 

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둥 기업규모별 재해경 

감활동활성화전략수립 

다. 약점-기회측면에서 주요 전략과제 

- 기업방재정책에 지방자치단체， 금융정책기관， 중소기 

업청 퉁참여회의 신설 

- 기업재해경감제도 정보제공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 구 

축 및 인재육성 교육과정 구축 및 원격교육과정 개설， 

재해경감활동 기초， 초급， 중급， 고급 교육과정 개설 

및운영 

- 각 지방자치단체별 교육， 세미나 둥 홍보활동 전개 및 

중소，중견， 대기업 규모별 별도의 활성화전략수립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자체평가 점검지침 제정 운영 

및 재난대비 및 사업연속성계획 수립과 관련된 IT 지 

원도구 개발，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과정 교육비 50만원 

이상지원， 

- 기업방재전문 대출제도 도입 기업 방재활동 지원재정 

도입 및 확충， 보험회사와 보험료 할인제도 협약 및 시행 

- 기업재난관리자 국가공인자격증 둥록 및 관리절차 도 

입， 재해경감 기업지원법에 인정 및 인증을 전담하는 

별도기구설립 및 운영 

흔}국재산관2/.표준학칠지 



기업의 재난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부처 역할 

라. 약점-위협측면에서 주요 전략과제 

- 민간과 기업을 지역방재활동 참여하는 정책 수립， 방 

재도시， 안전도시정책과 연계방안 수립 

전략 1: 재해경감 기업지원법률에 중장기 전략계획 수 

립 및 안전관리계획 연계 추가 

- 재해경감활동 관련 기업방재 활성， BCP 수립촉진， 

기업재해경감활동 평가 및 인증 퉁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전략2: 재해경감기업지원제도 교육활성화， 정부 조달 

시 방재 가산점 부여 제도 별도도입 

전략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기능별 위원 

회 및 자문기구 구성 및 정기회의 운영 

- 기업의 사업연속성관리 인정 및 인증기구 설립 

- 영국， 미국， 일본 등 외국기업에서 한국기업의 사업연 

전략4 : 기업재해경감활동 실태조사 및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과정 교육비 지원제도 도입 

속성계획 수립 요청시 신고의무부여 및 인증평가지원 

- 한중일 및 미국등 사업연속성 및 기업재해경감지원제 

도분야 국제협력 회의신설 추진 

전략5: 기업재해경감활동 평가결과 초급， 중급， 고급 

퉁 단계별 인증방안도입 

-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 정보제공 포탈사이트 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BCP 관련 책， 팡플릿， 세미나 자 

료집，웹 포털서비스제공미흡 

전략6: 기업의 지역방재 참여정책 수립 및 기업재해경 

감기반구축 연구개발사업단신설 추진 

전략7: 재해경감 기업지원법에 인정 및 인증을 전담하는 

기구별도설립 및 운영 

1.6 SWOT 분석기법 5단계 결과 - 기업재해경감 지원 

제도 활성화 7대 핵심전략 

川. 기업의 재때경감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의 역할 

1. 기업의 재난때비 역랑강화롤 위한 중앙부저의 역알 

SWOT 분석 5단계는 기업재해경감지원제도 활성화 7 

대 핵심전략 과제(안)를 선정하는 것이다. 4단계 도출된 

주요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소방방재청의 핵심과제를 선 

정하는 과정이다. 다음은 기업재해경감 지원제도 활성화 

를 위하여 선정한 7대 전략과제이다 

1.1 기업재해경감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의 

주요역할 

*기업재해경감 지원제도 활성화 7대 핵심전략(안) 기업의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은 바로 기업재해 

제4권 :<//1.호 2011던 3윌 

외부환경 

내부환경 \ 

7~저 
。디 

(Strength) 

기 호I (Opportunity) 
- 엉률을 기인으토 종장기 전릭계획을 수립이여 ÁI!! 
- ij때경경기업지원뼈도 홍보 및 교육 휠싱외 
- 재때경김톨흥 재도 톨싱회흩 위믿 기능톨 위원회 및 지 
문기구구싱를g 

- 기엉의 찌때경잉훌동계획을 경깅.때응， 연속싱， 틱구 
단계얻토 빼부지~ lll징 및 고시 

- 국lllH흔외기구 찌닌핀리기흩위원외IIS0rrC223J외의 
g기를톨이여 국에g훈 III징 주진 

- JI 2l때닌핀리지 교육괴징 운엉).1 교육비 지원제도 도 
입l윌본잉재시 g조l 

- JI 2l의 재때경깅훌동 ~!Jf와 관런된 조급， 종픔， 고급 
등딘계인증빙인도입 
-재때경깅휠홍 전운빙재대u도 도입 

- 중앙부지외 지빙자ÃI 딘JlI의 인진핀리계획 연계싱 획보 
및 기업의 지역잉재 암여징핵 수립 

O~A~ 재때경깅휠동 인증피인정을전딩잉톨도기구구싱 
「 디 -민국기업의 BCP수립연횡샅태쪼시등재때경깅월동 

l\^f^ ... I~ 、 핀련 진국샅태 및 면접조사 시행 lweaKneSS) _~국 BS 25999 잉종등 문O멘 국제인흥즐기업의 재 
에경깅훨동III도의 한요소토 대JlI기능 빙인 수립 

- 시외혀 핵임기엉 III도에 재애경김월동부분이 인 요소 
기 되도록 징액혀으토 추진 

-재때경김월동죠글， 중급， 고급 교육피징개실 및 소기 
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대기업 등 기입규보톨 재때경강 
톨동 g싱회전릭수립 

위협 (Threat) 

-기업빙재정찌에 지빙자치단체，금융정 
찌기핀， 중소 JI 2l정 등 징여회의 신샅 

-재때경김훨동 기조， 초급， 중급， 고급 교 
육괴정개실및운엉 

-종소， 흥견， 대기업 규모얻 얻도의 를싱 
외진럭수립 

-- 기업잉재전문 대흩JlI도 도입 ， JI엉 잉 
재밑톨 U원재정 도입 및 획흥， 보엉외 
시와보엉료 힐인III도 엉익 및 시행 
-기입재닌관리지 국기공인지격증 등록 
및 핀리얻지 도입， 재때경깅 JI 2l XI원엉 
예 인정 및 민종을 전담01는 기구 톨도 
일립및문g 

- 민간피 기업을 지역잉재월동 g여01는 
정찌 수립‘ 잉재도시， 안전도시 정왜피 
연계빙인수립 

-재때경강톨동 관련 기업 잉재 훨싱， BCP 
수립즉진.J I엄재때경깅휠동 ~JI 및 인 
종 등 징문위원회 구성 은엉 

--영국， 미국， 밑몬 등 외국기업에서 믿 
국기업의 시엉연속싱계획 수립요성시 
신고의무 부여 및 인종용기 지원 

- 민종일 및 미국등시업연속싱 및 찌때 
경강월동 III도문이국III엉력회의 신실 
주g 

- JI업재뼈경김월동 정운 징보쩌|공 포딩 
시이트 구쭉， BCP 핀련 핵， 잉를릿， 씨미 
U 자료징， 엠포딩 서비스 세공 미흡 

그림 5. 기업재해경감 지원제도 SWOT4단겨|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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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강휘진 

경감 지원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중앙부처 

의 역할과 임무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기업방재행정을 강화하며， 셋째는 

교육홍보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 넷째 재난관리 및 기업재 

해경감 분야의 국제표준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 네 가 

지 중앙부처의 역할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제도개선 

- 법률을 기반으로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법인세 감변제도 조속수립 및 시행 

- 산업별 및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경감， 대응， 연 

속성，복구단계별로세부지침 제정 및 고시 

- 재해경감활동 관련 기업방재 활성， BCP 수립촉진， 기 

업재해경감활동 평가 및 인증 둥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달 입찰시 가산점 부여 및 참 

여기관확산 MOU 추진 

- 재해경감활동 전문방재대출 제도 도입 

- 재해경감활통 인정 보험료 할인제도 추진 

- 기업 방재활동지원재정 도입 및 확충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기업재해경감 지원제도 활성화 

대책수립 

- 안전관리계획과 기업재해경감제도의 연계 

- 부처별 사업연속성관리 가이드라인 협력방안 수립 추진 

- 재해경감 기업지원법에 중소기업 지원제도 신설 추진 

- 방재도시， 안전도시 정책과 연계방안 수립 

- 재해경감 기업지원법에 인정 및 인증을 전담하는 별 

도기구설립 및 운영 

- 기업 방재활동 지원재정 확충 및 평가체계 수립(싱가 

포르) 

나.기업방재행정 

-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업재해경감제 

도참여협력방안수립 

- 지역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및 기업을 지역 

방재 중심으로하는정책 개발 

- 재해경감활동 관련 중앙부처 위원회 구성하여 민간기 

업 대표기관참여 

-중앙부처 중심의 재해경감활동 활성화 회의 2개월에 

l회 개최 - 관련부처참석 

-재해경감기업지원제도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과정 운영시 교육비 지원제도 도 

입(일본방재사참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업연속성계획 지침에 재해경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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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추가요청 퉁추진 

- 한국기업의 BCP수립현황 실태조사 퉁 재해경감활동 

관련 전국실태 및 방문조사시행 

-u-방재도시 또는 방재마을 인증과 기업재해경감제도 

의 연관성 도입 

- 사회적 책임기업 제도에 재해경감활동부분이 한 요소 

가되도록정책 추진 

-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풍 기업규모별 재 

해경감활동활성화전략수립 

- 중소， 중견， 대기 업 규모별 별도의 활성화 전략 수립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자체평가점검지침 제정 고시 

- 각 지방자치단체별 교육， 세미나 둥 홍보활동 전개 

- 재난관리표준 민간부문 인증사업과 재해경감활동 인 

정 및 인증제도 연계방안 수립 

- 재해경감활동지원 대출제도시행 

-보험회사와보험료 할인제도 협약 및 시행 

- 기업 자체평가 점검지침 제정 및 고시 

-재난대비 및 사업연속성계획 수립과 관련된 IT 지원 

도구개발 

- 기업재난관리자 국가공인자격증 퉁록 및 관리절차 도입 

- 영국， 미국， 일본 퉁 외국기업이 한국기업에게 사업연속 

성계획 수립 요청시 신고의무부여 및 인증평가지원 

- 한중일 및 미국퉁 사업연속성 및 재해경감활동 제도 

분야 국제협력 회의 신설 추진 

다.교육홍보연구 

- 재해경감기업 지원제도 포털서비스 구축 운영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평가와 관련된 초급， 중급， 고급 

동단계 인증방안도입 

- 기업재난관리자전문교육과정 운영 

-재해경감계획 수립담당자， 평가담당자， 컨설팅전문가 

둥 분야별 인재육성 교육과정 

- 재해경감활동 평가시 경감， 대응， 연속성， 복구 단계별 

국제표준 상호인증방안 도입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다양한 기법， 기술 및 표 

준에 대한 연구사업단 신설 

- 국제 기업재해경감활동 컨퍼런스 및 세미나 l년에 2 

회 이상개최 

- 한중일 3국 재해경감활동 공통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영국 BS 25999 인증 퉁 분야별 국제인증을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의 한요소로수용 

- 재해경감활동 초급， 중급， 고급 교육과정 개설 

-기업재해경감제도 정보제공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 구 

흔}국재난관2/.표준한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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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및 운영 

- 인재육성 교육과정 구축 및 원격교육과정 개설 

- 재해경감활동 및 BCP 관련 책， 팡플릿， 세미나 자료집， 

서비스제공 

- 재해경감우수기업 제도 홍보 및 마케팅 전개 

-재해경감활동 기초， 초급， 중급， 고급 교육과정 개설 

01 0 âl 
숭 τr 。

-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과정 교육비 50만원이상 지원 

- BCP 관련 책， 팝플릿， 세미나 자료집， 웹 포털 서비스 

제공미흡 

-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 정보제공 포탈사이트 구축 및 

인터넷서비스제공 

라.국제표준 

-국제표준화기구 재난관리기술위원회(IS0πC223) 회의 

참가를 통하여 국제표준 제정 추진 

-재난전조정보 또는 재난건전성모니터링 동 국제표준 

화분야 제정분야 선정 및 추진 

- 국제재난관리분야 표준과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연계전 

략수립 

- 기업재해경감제도에서 국제표준 활용분야와 기준 수립 

1.2 시사점 

기업의 재난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부처의 역할로 

재해경감기업지원제도 활성화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았 

다. 우리나라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 

제4권제1호 2011던 3올/ 

에 관한 법률”을 2007년 7월 1 9일에 제정하여 기업재해 

경감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한 가장 앞선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하는 소방방재청에서 지난 

3년동안 이를 활성화하는데 다소 미진하였지만 올해 4월 

2일 기업재난관리표준을 제정，고시함으로서 획기적인 전 

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재해경감 지원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에 강 

한 안전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 

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의 재난관리 기업인증제 

도， 일본의 사업연속성확보계획 수립지원제도， 영국의 

사업연속성관리 표준인증 퉁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기업 

재해경감 지원 및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소방방재 

청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립된 활성 

화 7대 전략을 토대로 국제적으로 가장 앞선 기업재해 

경감지원제도가 시행되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 

가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결과인 정부의 재해경감기업 

지원제도 활성화 7대 전략이 향후 국가재난관리 지도자 

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 

란다. 

감사의글 

이 연구는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과 

제명: 기업의 재해경감제도 활성화 전략계획 및 산업별 

재해경감활동계획 세부지침)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 

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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