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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관련분야에 종사하는공무원/기술인에 하여전문성및기술능력향상을 위한방재전문가양성

교육임

※관련 규정 : 자연재해 책법시행령제58조

�주요내용

- 재난관리및자연재해관련 법규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 재해복구사업평가, 풍수해비상 처계획수립 등

방재안전 책수립 행업무

�기 효과

- 방재전문인력인증시험 응시자격부여

- 합격시방재안전 책수립 행자기술인력소방방재청 등록

�방재안전 책수립 행자의등록요건해당자(자연재해 책법시행령제32조의 2제2항관련별표)

방재분야특수전문교육

Ⅰ 교육목적 및 취지

Ⅱ 주요내용 및 기 효과

Ⅲ 교육 상

교육문의 : 한국방재협회교육홍보실

- 홈페이지 : kodipa.or.kr

- 전 화 : 02-3472-8073~5, 팩스 : 02-3472-8064

- 이메일 : hikdpa.empal.com



EDUCATION
(1) 필수인력 확보기준

인원수 기술인력 전공분야

비고 : 지진부문의 비상 처계획 수립분야를 단독으로 등록하는 때에는 수자원분야 기술자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인
이상

-토질및기초공학
-수자원공학

-토목구조공학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 기술
사중 1인이상

2. 다음의각목에해당하는자중 1인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 기
술사

나. 전공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
한자

다. 전공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전공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
한자

라. 전공분야기사자격을취득하고전공분야에 7년이상종사한자
마.「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분야
업무에 7년 이상종사한자

3. 지진부분의 비상 처계획 수립분야를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 목
에해당하는자중 1인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토목구조기술사
나. 제2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어느하나의기준에해당하는자

인원수 기술인력 전공분야

3인
이상

-토목시공학
-토목구조공학
-도로및
교통공학
-농업토목공학
-지질및
지반공학
-산림공학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1. 다음의각목에해당하는자중 1인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토목구조기술사∙도로
및 공항기술사∙농어업토목기술사∙산림기술사∙지질 및 지반기
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해당하는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해당하는자중 1인 이상
가. 전공분야의석사학위를취득한자
나.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
는자

다. 전공분야산업기사자격을취득하고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라. 전문 학에서전공분야학과를졸업하고실무경력이 5년이상인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도시계획기사또는제2호가목부터라목까지
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자중 1인 이상

(2)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가) 사전재해 향성검토협의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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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기술인력 전공분야

3인
이상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1. 다음의각목에해당하는자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도시계획기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해당하는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 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
하는자중 1인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 향성
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자중 1인 이상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인원수 기술인력 전공분야

3인
이상

-토목시공학
-토목구조공학
-도로및
교통공학
-상∙하수도공학
-건설안전공학
-농업토목공학
-산림공학

-토목공학

1. 다음의각목에해당하는자중 1인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토목구조기술사∙도로
및공항기술사∙상하수도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농어업토목기술
사∙산림기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
준에해당하는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 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
하는자중 2인 이상

(다)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

인원수 기술인력 전공분야

4인
이상

-해안항만공학
-측량및지형공간
정보공학
-건설안전공학
-농업토목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측량및지형공간정
보공학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1. 다음의각목에해당하는자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만 및 해안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해당하는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 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
하는자중 2인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건설안전기사∙
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 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
가목부터라목까지의어느하나의기준에해당하는자중 1인 이상

(라) 비상 처계획수립(풍수해부문)



EDUCATION
Ⅳ 교육과정 체계 및 수료기준

과정 교과목 학습분량 수료기준 비고

기본과정
�재난관리론 41차시 �진도율 : 80%이상

�온라인교육
�자연재해법규 (27시간) �평가 : 개별과제평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전문과정
�사전재해 향성검토

109시간
�출석 : 80%이상출석

�오프라인교육
�재해복구사업평가 �평가 : 조별과제평가
�풍수해 EAP

Ⅴ 그동안 교육시행 추진 실적

구구분분
주주간간반반 야야간간반반

계계 비비고고
교교육육기기간간 인인원원 교교육육기기간간 인인원원

제1기 ‘06.12.18~’07.02.08 31 ‘06.12.12~’07.03.24 45 76 서울

제2기 ‘07.04.16~’07.06.04 43 ‘07.04.17~’07.07.11 41 84 서울

‘07년
제3기 ‘07.05.23~’07.07.26 43 ‘07.05.23~’07.08.11 43 86 서울

제4기 ‘07.09.04~’07.11.05 59 ‘07.08.21~’07.11.22 55 114 서울

제5기 ‘07.10.01~’07.11.28 57 ‘07.08.27~’07.11.28 59 116 서울

제6기 ‘07.10.15~’07.12.11 47 ‘07.10.08~’07.12.21 46 93 서울

소소계계 -- 228800 -- 228899 556699

제7기 ‘08.02.18~’08.04.08 54 ‘08.02.11~08.04.30 55 109 서울

제8기 ‘08.03.17~’08.05.09 55 ‘08.03.10~’08.05.30 55 110 서울

‘08년 제9기 ‘08.07.07~’08.08.27 54 ‘08.06.30~’08.09.17 53 107 서울

제10기 ‘08.09.01~’08.10.23 58 ‘08.09.22~‘08.12.09 58 116 서울

제11기 ‘08.10.27~‘08.12.16 44 - - 44 서울

소소계계 -- 226655 -- 222211 448866

제12기 ‘09.2.16~’09.4.1 42 ‘09.2.2~’09.4.8 36 78 서울

제13기 ‘09.3.23~’09.5.12 31 - - 31 전

‘09년
제14기 ‘09.5.25~’09.7.3 47 ‘09.5.18~’09.7.17 47 94 서울

제15기
‘09.8.3~’09.9.1 30 - - 30 전

‘09.8.10~’09.9.8 37 - - 37 서울

제16기 ‘09.9.14~’09.11.18 36 36 서울

소소계계 118877 111199 330066

1회(30기) ’10.2.17~3.12 55 - - 55 서울

2회(31기) ’10.3.2~3.24 39 - - 39 전

3회(32기) - - ’10.3.15~4.22 36 36 서울

‘10년
4회(33기) ’10.5.3~5.27 49 - - 49 서울

5회(34기) - - ’10.5.31~7.9 18 18 서울

6회(35기) ’10.8.23~9.14 44 - - 44 서울

7회(36기) - - ’10.10.5~10.30 47 47 전주

8회(37기) ’10.11.2~11.24 40 - - 40 서울

소소계계 222277 110011 332288

※기본과정, 전문과정을모두이수한교육생에 해수료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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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2012년 교육일정계획

구구분분 교교육육기기간간 교교육육일일수수 교교육육장장소소 비비고고

제3회 4.26~6.8 28일(7주) 서울 야간반

제4회 6.18~7.6 15일(3주) 전 주간반

제5회 8.20~9.7 15일(3주) 서울 주간반

제6회 9.25~11.16 28일(7주) 전남∙강원 야간반

※교육기간및장소는교육수요에따라변경될수있음.

1회(38기) ’11.1.10~1.28 44 - - 44 서울

2회(39기) ’11.3.7~3.25 36 - - 36 서울

’11년
3회(40기) - - ’11.3.28~5.14 58 58 창원

4회(41기) ’11.8.22~9.8 64 - - 65 서울

5회(42기) - - ’11.9.19~11.3 49 49 부산

6회(43기) - - ’11.10.25~12.7 37 37 구

소소계계 114444 114444 228899

’12년 1회(44기) ’12.1.30~2.17 66 - - 66 서울

소소계계 6666 -- -- 6666

합합계계 -- 11,,116699 887755 22,,004444

KDPA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