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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능정보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재난관리 분야도 이전과 달리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시간 생성되는 다량의 빅데이터 유통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의 예방효과를 높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성과 재난으로 인한 전반적인 상황 등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의 품질 제고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재난관리는 사전 예방조치는 물론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 기술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축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의 의의
와 구축체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주제어 : 재난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데이터관리, 데이터분석, 네트워크 거버넌스

Abstract  In addition to the proliferation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the field of disaster 
management is being approached from a multifaceted perspective. In particular, as the interest in 
establishing a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using data increases,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a large amount of big data distribution generated in real time and a systematic management. 
Furthermore, efforts are being made to improve the quality of data in order to increase the prevention 
effect of disasters through data analysis and to make a system that can respond effectively and to 
predict the overall situation caused by the disasters. Disaster management should seek both 
precautionary measures and quick responses in the event of a disaster as well as a technical approach 
to establishing governance and safety. This study explor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ignificance 
and structure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governance using data.

Key Words : Disaster Safety Management, Disaster Safety Management Governance. Data Management, 
Data Analysis, Network Governance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 campus research support of Sangmyung University in 2015.
**Kim Young-mi.(2014). revealed that some of the research tasks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were taken out and 

readjusted.
*Corresponding Author : Young Mi Kim(young@smu.ac.kr)
Received September 18, 2019 Revised   November 29,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12, pp. 83-90, 2019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9.17.12.083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12호84

1. 서론

지능정보사회에서 지능정부의 핵심은 신기술을 활용
한 공공서비스의 진화일 것이다.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민간부분의 새로운 시장의 확장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서비스의 개선과 발굴 및 제도적 보완을 위한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도 데이터 기반의 제도 개선 사례 등이 나타
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생활밀착형 민원서
비스 개선과 연계하여 다양한 시도가 개진되고 있다. 최
근 공공서비스의 방향은 문제해결형 중심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빅데이터 등 지능형 기반
의 신기술 형성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실시간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장을 개척하는 
민간과 공공영역의 역할은 현재까지는 이분화 되어 진행
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공통의 소비자를 중심으로 함께 
하는 서비스 협업 구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이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공공서비스확장이라는 정부혁
신의 과제는 지속되어 왔다.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안전 아젠다를 
중심으로 시민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버넌스가 요
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일찍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
중심형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하였다. 
특히 재난안전관리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하
여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개선 되는데상당 부분 실질적
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경
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민원업무 개선을 위한 차원의 
데이터 활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실용적 전략 
및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재난안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요소로서 적용될 필요가 있으
며, 복지서비스나 행정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재난안전서
비스 체계 구축이 새롭게 모색되고 접목될 필요성이 있
다. 특히 본 연구주제와 유사한 기존 연구들이 대체로 
2009년도 이전에 시행되어 시기적으로 현황 분석을 새
롭게 재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본격적
으로 거론되었고 최근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빅데이
터 기반의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새 패러다임에 맞
는 적절한 현황파악이 시도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존 연구들의 쟁점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 조직체계
나 재난의 유형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다루고 있고, 중앙과 
지방,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데이터 분석 중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음
을 전제로 초기 진행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과정
을 중심으로 재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진행된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의회에서 데이터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조례제정을 
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 정립을 위한 논의
를 도모한다[1].

2.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논의

2.1 재난안전의 의미
재난안전의 중요성은 국가차원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난을 관
리하는 많은 부서들이 통.폐합하거나 행정조직의 개편 등
을 통해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난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일정한 시기나 때
를 예측할 수 없어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 조치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지능정보 신기술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재난에 대
한 대응방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선 사항 등이 주
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재난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
고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점점 더 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되며, 
각 재난에 대한 대응법은 차이가 있지만, 정부가 주체가 
되어 빠르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 자연재난과 사회
적 재난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현행 법
에서는 이를 유형화하여 제시하며, 각 재난의 유형별로 
대응하는 방법, 주관 부서 등 그 역할 체계를 구조화하여 
반영하고 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재난을 “국
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난의 유형은 크게 자연 재
난과 사회 재난으로 구분하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
행령’ 제2조에서는 재난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라고 
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돌발적 사
건의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관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Karan & Wallace, 1984: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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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근, 1995: 959).† 이러한 맥락에서 재난관리체계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남궁근, 1995: 959)[1-4].

무엇보다 재난안전관리는 사전예방효과에 우선적으로 
비중을 높이고자 하며, 발생시 초동대처를 신속하고 정확
하게 하기 위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재난관련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더불어 재난 발생시 재난안전
관리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 다차원적 접근을 통한 대
처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수이다. 

재난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성하며, 정책목표와 재난환경의 
발생시점에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Comfort, 1988: 
6-8)[5,6]. 재난관리체계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사전예방효과는 당장 가시적 효과가 표면적으로 드
러나지는 않지만 점점 더 그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발생의 여
러 상황 등을 분석하여 사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
러 시도들이 접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데이터 분석, 재
난 안전관리 차원의 맵 구성, 유관법과 매뉴얼의 정비 작
업 등이 사전에 철저히 갖춰질 필요가 있다. 대비단계는 
좀 더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행
동요령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비책의 강화단계이다. 최
근에는 증강현실을 접목한 사전 시뮬레이션 활용이 교육을 
통해 반영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유관기관
과의 협조체제를 사전 철저히 구성하여 사고 발생시 자동적
으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체계화 되어야 한다. 

재난발생 이후는 대응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중
심으로 대응단계와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대응
단계에서는 재난발생시 즉각적으로 초동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며, 긴급시스템이 가동
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복구단계
는 재난대응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
러한 전 단계가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반복적인 훈련을 
거듭하여 적용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Table 1은 이와 같은 재난관리단계별 주요 활동을 정
리한 것이다[1,2].

† 남궁근(1995)은 해당 연구에서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으나 현재는 법률상으로 재난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
구에서는 재난으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김영미(2014. 재인용)

Sortation Main contents

prevention
of 

disaster in
advance

Disaster response stage

-Analyze risk factors and draw up disaster maps using 
data

-Enactment and maintenance of related laws
-Safety management rules, manual readjustment, etc.

Preparation stage

-Establishing and simulating disaster response plans
-Building an emergency system and building a basic 
infrastructure

-Maintaining the cooperative system of related agencies 
and securing emergency resources, etc.

Disaster 
response 

stage

Response stage

-implementation of disaster response plans and 
emergency response system.

-Development of disaster relief activities.
-The emergency system and support system.

Recovery step

-Follow-up measures and strengthen the system for 
supporting victims.

-Restoration of facilitie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etc.

Table 1. Major activities by level of disaster management

2.2 재난안전관리체제의 주요 내용 및 함의
재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응 차원의 시

간 소모를 최소화하고 빠른 조치를 위한 다량의 데이터
가 생성되고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 효율적이고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정도를 사전
에 개략적으로라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전 예
방조치는 물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재난관리의 기본개념이다. 

그럼에도 재난관리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첫째, 대응
기구 간 조정 및 협력체계가 불명확하다. 둘째, 비상상황
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편제 및 
단계별 지휘체계가 불분명하다. 셋째, 비상상황 시 대응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도 제기된다. 넷
째, 재난 상황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상황관리가 미흡하
다는 점을 들 수 있다.[1] 따라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
난관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재난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은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태
의 조직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조직은 재난을 담당하는 최일선 조직이 스스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 조직은 일선 기관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1, 3-8].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갈수록 재난
사고가 대형화․복잡화 되면서 공공부문이 재난의 모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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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나타나는 반면, 시민사회의 영
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재난관리에도 이들 간의 관계
설정과 상호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
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Table 2를 통
해 정리해 볼 수 있다[1, 3-5].(이병기외, 2010. 참조 정리).

Content and Implications

0 Disaster Governance Theory Presented
-Expanding Meta Disaster Network to oversee the government sector 
and civil society

-Establishing individual networks, including disaster shelter and 
secur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Researcher: Lee Jae-eun. Yang Ki-geun (2004)

0 Exploring Collaborative Risk Governance
-Disclosure of awareness on risk and safety issues among different 
social strata

-To find practical ways to cooperate, such as human resources and 
business exchanges.

-Researcher: Choi Sung-wook. Lee Jae-yeol (2006) 

0 Enhanced Disaster Safety Network
-Lack of network with the private sector
-Need to form and strengthen the private sector and networks
-Research: Ryu Sang-il (2008)

B.K. Lee: 2010, Reference, Reorganization

Table 2. Review of Domestic Research on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재난관리의 기존 연구를 토대로 종합 정리해 보면 거버
넌스 체계를 Fig. 1에서와 같이 구조화 해 볼 있다.

2.3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주요 쟁점
2.3.1 데이터의 의의
지자체는 행정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실천의 

장이다. 각 지자체별로 지역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
굴하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경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의 현실이 대동소이하
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가 유사한 경우가 많
은데, 지자체 공무원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의 현
실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개선하고자 노력한
다[1, 9-10].

최근 신기술 기반의 지능정보사회 패러다임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 일상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가장 핵심이 되
는 기술변화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에서도 데이터는 가장 기초 분야로 지능정보사회의 
원천으로 불리기도 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교류하는 

 Fig. 1.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데이터가 발생되고, 
공공부문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서 발생되는 거대 데이터는 그대로 흘러가서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급상승 하고 있다. 

2.3.2 빅데이터의 특징
빅데이터의 특징은 막대한 규모(volume), 다양한 종류

(variety), 실시간 생성주기(velocity), 가치창출(value)의 
4V로 정리될 수 있다(심우민, 2013; 한국데이터베이스진
흥원, 2013; 배동민 외, 2013). 즉 물리적인 크기와 개념
적인 범위까지 대규모인 데이터의 양을 의미한다. 실시간 
생성주기의 특징은 데이터 생성에서부터 유통 및 활용까
지 소요 시간이 분, 초 이하로 단축되며, 실시간 생산과 
유통속도의 빠름을 의미한다. 빅데이터는 그 종류가 워낙 
방대하고 다양하다보니 통일된 구조이기 보다는 비정형
데이터†라는 속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빅데이터는 그 규모와 종류, 실시간 생성주기의 특성들이 
결합하여 무궁무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1, 10-11]. 

† 사진, 동영상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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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구축과 데이터 활용 

3.1 재난안전관리체제의 기존논의
시스템을 통한 업무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프로세

스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던 오프라인의 업무 프로세
스가 온라인상에서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 될 때, 비로
소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프
로세스 혁신은 부처간 칸막이 해소에서부터 출발하며, 예
산제도와 연동된 협업의 유도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내부 업무프로세스와 권한 및 책임이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변화를 유
도 하고 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행정서비스
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자정부에 보다 다양한 서비스콘텐
츠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파편화되어 제공되
고 있는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운영체제를 통해 효율적 관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체계도 기존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지원되던 구조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신기술 기반의 인프
라 구축 및 거버넌스 체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최근
의 지능정보기술이나 실시간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활용
하여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구성이 
반영되고 있다. 각 단위별 연결구조, 특히 재난발생지역
의 재난유형에 맞춰 지원이 필요한 세부 요소, 인적, 물적 
자원 및 실시간 연계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제 구성이 필
요하다.

지능정보 기반의 초연결상태는 융합을 전제로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 조성이 이루어진다. 초연결성은 사람-사
물-데이터, 프로세스-시간과 공간, 지식 등 다양한 요소
로 확장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 서
로 연결됨으로써 지능화된 네트워크가 구축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혁신의 창출이 가능해지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면서 기업은 물론 정부의 역할에 새로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연결이 극대화되면서 재난
안전관리 체계도 새로운 거버넌스구축을 토대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1, 12-13].

3.2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체제 사례
3.2.1 사례 1: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체제 특징
서울시는 에스플렉스 빅데이터캠퍼스를 구축하여 시

민이 원하는 경우 원하는 분야의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 

및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서울시
가 개방하는 데이터 중 민원 데이터, 다산콜센터, 각 홈페
이지 및 감사 민원, 교통 데이터, GPS 운행정보와 스마
트카드 정보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일찍이 개방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서울
시는 지방자치단계가 갖는 생활행정의 특성을 충분히 반
영하여 행정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놓치
지 않고 반영하고자 한다. 그러나 데이터의 생성과 관련
하여 보유와 관련한 주관기관이 각자 다르므로 사용자 
시각에서 활용을 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1, 14-15]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한 빅데이터의 관리는 크게 빅데
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및 분석과 재난안전의 단계별 활
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리를 위한 기반으로
서 조직 및 기능 강화와 전문 인력 확보를 제시할 수 있
다. 특히, 지난 2014년에 수립한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에도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한 빅데이터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이 부재한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3.2.2  사례2: 강원도 고성 산불을 통해 본 재난안전
      관리 거버넌스

지난 2019년 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신속
하게 진화되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했던 점을 언론에
서 보도하였다. 이전 2000년 동해안 대화재와 비교시 불
길의 속도가 빠르게 전이되었음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 
시켰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고성 속초 산불 
진압시 전국의 소방, 방재 장비가 신속하게 집결하여 단
시간내에 최대한 많은 소방력을 투입할 수 있었던 점을 
들었다. 이는 2017년 출동지침을 개정함으로써 국가 차
원에서 총력대응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분석된다. 특수소
방차의 투입,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이룬 유
관기관들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대형산불의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수집해 온 빅데이터 41종부터 ‘통합공
간정보시스템’의 지리정보 데이터 473종,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4,000여종 등 빅데이터캠퍼스에서 개방해오고 있다.

††강원도 고성 산불의 대응과정을 분석하는 언론의 여러 시각이 
제시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전 예방 차원의 규정과 지침의 
정비, 실제 대응과정에서 인프라 구축, 특수소방차의 신속한 
투입, 현장 중심의 조정자 역할, 각 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을 보도하고 있다.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
o=435765) 
이외에 연합뉴스, 인터넷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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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을 통해 재난재해를 철저히 방지하는 것이 가
장 최선의 대안이지만 자연재해는 예측만으로 대안이 모
색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재난 발생이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평가시 사전예방 효과의 상대적 비교우위가 
명확히 도출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의 경우 사전준비가 어느 정도 
되있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도시
인 서울시는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중심
으로 고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단위에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의 재난
안전관리 거버넌스 기제인 협력적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3.3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체제의 쟁점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빅데이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반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의 강화이며, 이는 일차적으로 
관련 조직 및 기능 강화와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적극적 
활용을 통해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첫째,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한 빅데이터
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관련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현재 서울시의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정
보 및 데이터들은 업무에 따라 다양한 부서에 산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결과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 및 데이터의 수집
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정보보유 부서를 찾고 접촉하여 
획득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정보 및 
데이터가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빅데이터 생성과 이를 개방하기 위한 협업 구조
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조직간 연계성을 높
일 필요가 있다. 

셋째, 기능적 차원의 접근은 현행 조직을 유지한 상태
에서 빅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
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조직적 차원의 접근은 
재난안전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활용방안 
모색, 그리고 관련 상황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
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긍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
원에서 가급적 전달체계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
제를 최소화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의 구성이 요구된다. 재난안전과 관련한 빅데이터 정책의 
수립 및 조정과 수집․분석과 활용에 이르는 관리기능을 공

동으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1, 16-18].

3.4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거버넌스 구축과 방향
3.4.1 데이터의 수집 
재난안전 빅데이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첫 번째 단

계는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수집과정에서는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에 실질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탐색․발
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빅데이터는 크게 서울
시 내부 데이터와 서울시 외부의 공공부문 데이터, 그리
고 민간부문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서
울시 내부에서 생산 및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와 
목록을 확인하고, 이후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 공기업 등 
서울시 외부의 유관 공공기관 및 외부 민간 데이터 등으
로 그 수집 범위와 목록을 확대해 가는 방식이 보다 적절
하다[1,19-21].

3.4.2 빅데이터의 분석
지자체는 데이터 생성의 보고이다. 정형화된 데이터는 

물론 비정형 빅데이터를 주로 생산하는 소셜미디어의 특
성을 고려한 분석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 분석 전
문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새로운 직렬 구
성을 통한 활용도 제고가 높아질 것이다. 

서울시는 재난안전관리 관련한 데이터 분석시 재난유
형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시도하고 해당지역 혹은 
거점별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성하여 예방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1, 20-23].

지속적으로 생산․수집되는 빅데이터의 업데이트는 새
로운 분석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정부는 데이터·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이 혁신적인 서
비스를 주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공재인 데이터를 누
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데이터 위치를 알려주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맵 디렉
토리, 데이터간 상호호환성 확보,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활성화 강화 등 지속적으로 기반마련을 위한 조치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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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로 추진이 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행정은 정부신
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하는 과정의 효율성을 넘어
서 투명성 확보는 사회신뢰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사회
적 신뢰시스템’구축을 위한 초석으로서 의의가 크다.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정보 전자정부 역할은 이전과 
달리 새로운 기반의 서비스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례
로 국가재난대응체계의 경우 IoT, SNS, CCTV, 위성 등
을 활용하여 재난·재해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선제
적 대응체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있다. 나아가서 가
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예방효과
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네트워크
와 데이터를 충분히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인
프라 마련과 신기술 기반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정보소
외계층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소이다. 초연결 사
회의 재구조화에 따른 기본권의 정립, 사회 질서 형성 및 
유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
하다[22-24].

무엇보다 지능정보기술은 정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
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정부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과
학적인 증거기반의 정책 결정, 일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
과 효과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단계를 올리는데 
주목하고 있다[24]. 외부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체계 확보와 시민 참여, 시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패
러다임의 재편 등 빠른 변화를 수용하고 시도하고 있다. 
기술과 서비스는 별개가 아닌 상호 연계성을 중심으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재난안전은 사회안전망 제고 차
원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강조되는 사항으로 지능정보기
술을 활용한 패러다임의 재편을 요구받고 있다. 지속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용하
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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