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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머리말
4･16 세월호 참사는 시기적으로 한국사회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제를 던진 중요한 의제였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재난에 대한 대응과
진실규명 등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재난이라는 사
회적 참사에 대응하는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를 휩쓸
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가져왔고, 우리 사회는
위기와 대응, 그리고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
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 이후 피해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의 회복을 논의하는 연구는 나름의 시
의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재난 관련 연구
가 재난 대응체계나 사고수습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복원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다른 연구와는 차별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개념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몇몇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시도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재난대응 체계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재난 대응과 공동체 회복에 관한 본 연구
는 향후 재난 대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에
재난 대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2021. 6.

경기연구원장

ABSTRACT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 이후 온전한 지역사회의 회복을 위해 공동체 프로그램이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고, 그를 통하여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
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한다. 최근 재난의 경향은 그 피해가 재난 상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망에 따라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등 재난의
개념 및 속성 등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
체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역시 변화하는 재난의 개념 및 속성에 대응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수정해나갈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 이후 지역사회
의 범위를 확장하고, 공동체 정책을 통하여 전체 지역사회가 이전 상태 혹은 이전보
다 나은 상태로 복원될 필요성에 집중하여 논리를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검토에서는 재난, 공동체 그리고 재난･공동체와 결합되는 회복력의
개념이라는 크게 세 가지 개념에 집중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재난은 학술적 개념
이기보다는 제도적 차원의 용어로, 그 개념 및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보다 확장된
차원에서 재난의 시간적 범위를 논하는 관점을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개념
및 유형에서는 공동체와 관련한 일반적 접근을 제시하고,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발현되고 변화해갈 수 있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의 변화 방향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전환 모든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공동체 정책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사회적 갈등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복원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 시나리오에 집중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그 정책적 가치를 조명하고 있는
회복력(resilience)의 개념을 재난 및 공동체 분야에 적용하여 관련 개념 간의 접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제3장 제도적 검토에서는 재난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
일본 등의 재난 관련 주요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재난 대응 관련 공공부문의 체계와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의 다양하게 나타나는 재난 관련 지원정책 등 공공부문의 대응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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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타당성을 이해하고, 이후 이어지는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 차원에서 국내의
재난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 제도적 기반을 탐색하는 부분에
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과 경기도 차원의 재난 관련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
체계 속에서 전체 지역사회의 복원에 대한 중요성, 공동체 정책의 적용 필요성 등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복원을 추진해온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선 국외 사례로는 미국과 일본에서 발생했던 사회재난
과 자연재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 미국 로체스터시에서
발생한 급격한 지역쇠퇴 사례를 사회재난의 하나로 살펴보았으며, 일본은 1995년
에 발생한 한신･이와이 대지진(고베 대지진) 사례 이후의 공동체 지원 정책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국내사례로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수행된 안산
시의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국내 재난 관련 대응 사례는 다양
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세월호 참사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이나, 공동체
프로그램의 양과 질 등을 고려할 때,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의 노력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절한 사례로 판단하였다. 안산시 세월호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례는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를 수 있으나,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을
꾀하는 첫 재난 극복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책적 가치를 가지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이라는
전체 연구내용에 대한 간략한 리뷰와 함께 향후 정책 전환의 방향을 간단하게 제시
하는 방식으로 향후 정책제안을 작성하였다. 정책제안에서는 재난 이후 공공부문의
대응에 있어서 재난 대응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확장, 공동체 정책 도구의 다양화
등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재난 대응에 있어 정책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이 보다 지역사회의 온전한
복원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키워드 재난, 공동체, 회복력, 4･16 세월호 참사, 지역사회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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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한국사회에서 위험과 재난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례적이거나 특수한 소수에
국한되는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는 재난의 빈도와
정도를 심화시켰으며, 사회의 복잡성은 위험의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냈다. 재난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특정 집단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 속에서 누구
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 위험으로 다가온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대규모 유행은 소수의 감염자에게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전
사회, 전 세계인의 일상을 위협하고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 이상 재난의
문제는 재난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재난 상황을 물리적으로 극복하는 것만으로 재난
상황의 극복을 선언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재난의 속성이 급격하게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에 앞서, 단
순하게 우리 사회 안에 재난 상황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뉴스, 정보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난의 반복적 발생을 인지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우리사회는 매우 다양한 크고 작은 재난들이 지속
적으로 발생해오고 있다. 최근까지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하고 있는 코로나19, 이전에
는 2015년 메르스 등의 질병들이 있었고,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안전사고들도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외에도 매년
반복되는 태풍과 홍수, 최근에는 폭염과 폭설 등의 자연재해도 우리 사회에서 일상
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재난의 한 종류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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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한국사회의 주요 재난 사건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34명 사망, 40명 부상), 남영호 침몰(326명 사망)
1972년 서울시민회관 화재(사망 51명, 중경상 76명)
1974년 서울 대왕코너 화재(사망 88명, 중경상 32명)
1977년 전북 이리역 폭발 사고(사망 59명, 중경상 1,343명)
1981년 경산 열차 추돌사고(사망 56명, 중경상 244명)
1984년 부산 대아호텔 화재 (사망 38명, 중경상 68명)
1987년 극동호 유람선 화재(사망 27명, 실종 8명)
1993년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사고(사망 73명, 중경상 107명)
1993년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사망 66명, 중경상 40명)
1993년 서해페리호 침몰사고(사망 292명, 구조 70명)
1994년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망실종 26명, 중경상 33명)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망 32명 중경상 17명)
1994년경~ 가습기살균제 참사(사망 1553명, 피해신고자 6,817명)
1995년 대구 가스 폭발사고(사망 101명, 중경상 202명)
1996년 고성 산불(이재민 142명)
1998년 부천 LPG 충전소 폭발사고(사망 1명, 중경상 96명)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망 23명, 중경상 5명)
1999년 인현동 화재(사망 57명, 중경상 87명)
2001년 예지학원 화재(사망 10명, 중경상 22명)
2005년 낙산사 화재(이재민 412명)
2007년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망 40명)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망 10명, 중경상 2명)
2012년 부산 노래방 화재(사망 9명)
2014년 세월호참사(사망 및 실종 304명)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망 8명, 중경상 58명)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망 21명)
2015년 메르스(사망 38명)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망 29명, 중경상 40명)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 52명, 중경상 140명)
기타 다수의 사례들

자료 : ‘2021 재난참사 피해자 그리고 권리 온라인포럼’ 자료집

최근 작고한 세계적 석학 울리히 벡(Ulrich Beck, 1944~2015)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불확실성은 그만큼
더 높아지고, 그로 인한 사회갈등은 더 폭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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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채종헌 외, 2018). 재난과 관련한 울리히 벡의 주장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재난
의 심각성은 그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도 그 속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실제로 최근 재난 발생에 따른 사회적 현상을 살펴보면, 재난의
속성은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변화하며, 광범위한 범위에서 예측을 벗어나는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재난의 발생은 자연적 재해 혹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재난이라할지라도, 그 영향은 자연적 혹은 물리적 피해의 범위를 넘어
사회갈등의 범위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역시 빈번하게 볼 수 있다. 대표적
으로 2014년 발생한 4･16 세월호 참사는 외형적 형태는 해난재난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참사의 발생배경을 살펴보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인적재난
성격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후의 양상은 극단적 대립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갈등으로
이행한 사례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의 재난은 사회가 가지는 복잡성 증대로 인하여 발생 빈도나
사회적 피해를 주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성격 역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재난의 경향은 그 피해가 재난 상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사회 관계망에 따라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등 재난의 개념 및 속성
등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역시 변화하는 재난의 개념 및 속성에 대응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수정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사회의 재난 대응은 예방이나
즉시적 재난 대응,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 등 협소한 범위를 벗어나는 데에는 한계
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부문의 재난 대응에 있어 여전히 협소한 정책적
역할 수행은 재난으로 야기되는 2차적 피해,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한 해결기제로 작동한다. 재난에 대한 단기적 대응과 피해자에 국한된
1차적 피해 복구 중심의 정책대응은 재난으로 인해 파괴된 지역사회와 공동체 차원
의 본질적 회복을 견인하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공동체는 향후 추가적인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또 다른 사회적 비용
을 발생시켜 그 피해를 전체 사회로 확산시키는 좋지 않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도 한다.

제1장 서론∣5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 이후 온전한 지역사회의 회복을 위해 공동체 프로그램이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고, 그를 통하여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
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재난과 재난 이후 피해복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재난 발생에 따른 일차적 대응과 협업체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재난 이후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에 초점을 두고 공동체
프로그램을 살펴본 사례도 발견된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재난의 범위나 대상
등에 있어서 재난의 직접적 피해자,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거나, 때로는 개념 중심의 원론적 제안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재난 이후 지역사회의 범위를 확장하고, 공동체 정책을 통하여 전체 지역사회
가 이전 상태 혹은 이전보다 나은 상태로 복원될 필요성에 집중하여 논리를 전개하
고자 한다.
재난 이후 지역사회 복원을 논의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의 일차적 피해
자 이외에 재난을 경험한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설정한다.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에는 피해자와 유가족 이외에도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재난 이후의 대응체제들이 재난으로 인한 일차적 피해가 복구되는
시점까지의 단기적 혹은 중기적 기간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과 달리, 본 연구
에서는 재난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물리적 피해 이외에도 공동체 구성원 간의
관계망이 복원되고 지역사회 차원의 보이지 않는 상처가 치유되는 장기적 관점에서
의 지원정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재난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공공부문의 책임성이
재난에 대한 예방과 재난이 발생한 시점에서 물리적 피해가 복구되는 시점까지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이 재난에 대한 일차적 대응과 직접
적 피해복구를 넘어서 전체 지역사회의 온전한 복원을 지향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새로운 역할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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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개요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재난 대응 관련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능, 책무의 범위를 논함에 있어서
그 범위와 대상이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전체 지역사회 차원의 복원을 위해서 공동
체 정책을 통한 재난 대응 정책이 요구됨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연구의 목적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구체적인 정책제안의 설계나 제안, 특정 사건의
심층 사례분석 등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재난 대응 체계에서 활용되어 온
다양한 개념과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어느 특정
한 시기나 공간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다만 정책의 전환을 요구한다
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법･제도적 기반과 사례 위에서 정책제안을 도출하고 있으므
로 공간적 범위는 국내 정도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도 본 연구에서는 특정 재난에 심층적으로 개입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에 정책자료 및 정책 보고서 등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내용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론적 검토는
기존의 문헌 등을 통해 개념을 정리하고 재구성하였으며, 제도적 검토에서도 2021
년 현재 확인 가능한 제도적 문헌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사례분석
역시 기존의 정책자료에서 제시된 사례를 공동체 정책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였으며,
국내 사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안산시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사례 역시 지난 3~4년
간의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자료를 재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
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 자료를 검토하고
재정리하는 문헌연구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재난 이후 정책 추진 과정
에서의 일부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안에서는 앞서 검토한 이론적 함의 및 제도적 기반, 사례분석 등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재난 관련 지역사회 복원을 위한 정책 전환의 방향을 제언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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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에 대한 정책 제안은 다양한 수준에
서 제기될 수 있다. 관련하여 제시 가능한 연구 주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재난 이후 지역사회 복원을 위한 이론적 연구에서부터 매우 구체적인 수준의 정책들
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연구, 지역사회 복원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 정책들 가운데에
서도 특정한 속성의 정책유형에 집중하는 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재난 관련 연구들이 가지는 개념과 범위의
협소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난 대응 정책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제안하기 보다는 큰 방향성 차원에서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
고, 관련 사례를 통하여 공동체 중심의 정책 확장, 정책 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
하고자 한다.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을 다루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개념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2장에서는
재난, 공동체 그리고 재난･공동체와 결합되는 회복력의 개념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난은 학술적 개념이기보다는 제도적 차원의 용어로, 그 개념
및 유형을 정리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재난 개념 및 유형을 제시
하고, 보다 확장된 차원에서 재난의 시간적 범위를 논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다음
으로 공동체의 개념 및 유형에서는 공동체와 관련한 일반적 접근을 제시하고,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발현되고 변화해갈 수 있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였
다. 다음으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그 정책적 가치를 조명하고 있는 회복력
(resilience)의 개념을 재난 및 공동체 분야에 적용하여 관련 개념 간의 접목 가능성
을 탐색하였다.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에 대한 핵심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이어 제3장에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재난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
다. 우선 미국, 일본 등의 재난 관련 주요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재난 대응 관련 공공부문의 체계와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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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의 다양하게 나타나는 재난 관련 지원정책 등 공공부문의
대응 체계가 가지는 타당성을 이해하고, 이후 이어지는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 차원
에서 국내의 재난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 제도적 기반을
탐색하는 부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과 경기도 차원의 재난 관련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 체계 속에서 전체 지역사회의 복원에 대한 중요성, 공동체 정책
의 적용 필요성 등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제4장에서는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복원을 추진해온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선 국외 사례로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서술하였다. 미국의 경우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공동체 복원을 위해
시도되었던 다양한 지원제도 및 주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지진 이후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의 노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대규모 재난 이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공공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국내사례로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수행된 안산시의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
다. 국내 재난 관련 대응 사례는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세월호 참사가 한국사회
에서 가지는 영향력이나, 공동체 프로그램의 양과 질 등을 고려할 때,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의 노력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절한 사례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이라는
전체 연구내용에 대한 간략한 리뷰와 함께 향후 정책전환의 방향을 간단하게 제시하
는 방식으로 향후 정책제안을 작성하였다. 정책제안에서는 재난 이후 공공부문의
대응에 있어서 재난 대응의 시간적 범위, 재난 지원의 대상, 재난 지원제도의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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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
<연구진>

<연구단계>

연구진

연구방법 검토

연구진

재난, 공동체 및 회복력 관련
이론 및 제도적 배경 검토

연구진

핵심 사례 분석
- 국외사례 문헌검토
- 국내사례 심층분석
(안산시 세월호 공동체 사례)

연구진

제도적 개선방안 구상
정책 제안 작성

연구진

보고서 작성

연구진

과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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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재난의 개념 및 유형
1) 재난의 개념 및 속성
사전적 의미에서 재난의 정의는 ① 사고 또는 자연재해와 같이 갑작스럽게 발생하
여 대규모 손실과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사건, ② 자연적 또는 우발적 재앙을 주요한
줄거리와 배경으로 삼는 영화의 한 장르를 가리킴, ③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
또는 진실, ④ 실패자로 행동하는 사람, 또는 실패한 것 등으로 제시된다(옥스퍼드
사전). 하지만 재난의 개념은 사전적 개념보다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의가 보다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 재난을 정의하자면, 재난은 지난 수천 년 동안 홍수, 태풍, 지진,
해일, 화산 폭발, 가뭄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자연현상을 의미해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재난은 자연현상 이외에 인간에 의한 사회현상도 포함된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재난의 의미 속에 사회현상을 포함하게 된 것은 18세기 중반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사회적 활동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유추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각종
오염사고, 폭발사고, 대형화재, 가스폭발 같은 사건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국민안전처, 2016).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의 재난은 전통적 자연재해와
함께 이러한 사회현상으로서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재난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 ‘복잡성’, ‘상호작용성’ 등의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때 ‘불확실성’은 재난의 발생, 결과 소멸 및 영향 등에
대해 과학적 조사나 경험적 추론을 통해 예견이 일정 수준 가능하나, 실제 그런
상황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규모로 일어날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재난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복합적으로 작용
해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복잡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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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갖는 본질적 특성으로서의 복잡성과 재난 발생 후 대응기관 간 관계에서
야기되는 복잡성으로 나눌 수 있다. 본질적 특성으로서의 복잡성은 재난의 정도,
규모, 시기 등의 복합성을 뜻한다. 반면 대응기관 간 관계에서 야기되는 복잡성은
재난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참여하는 기관 간 권한 설정, 역할 분담, 조정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성’은 모든
재난이 단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재난에 따른 결과가 또
다른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한 사례로 제시하자면, 재난
발생 후 기반시설이 마비되면 주민들이 대피하고, 연쇄적으로 경제적･정신적 피해
가 커져 결국 복구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증하게 되는 사례 등을 상정해볼
수 있다(정창기 외, 2020).

2) 재난의 유형
한국 사회에서 재난을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법)｣에 의한 분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과거
재난관리법에서 재난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했으나, 2013년
법률을 개정해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여 활용되고 있다.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여 분류하는 방식은 재난 발생의
원인 측면에서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모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자면,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반면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지칭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도 사회재난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해할 수 있다(정창기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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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한국의 재난 분류 체계

자료 : 국민안전처(2016); 정창기 외(2020)에서 재인용.

재난의 유형 분류에 있어서 국외의 분류체계 역시 국내 분류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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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gency: FEMA)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표 2-1]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재난 분류
자연재난
(Nature Types of Disaster)

사회재난
(Man-Made and Technological
Types of Disaster)

Ÿ 농업 관련 질병 및 해충
(Agricultural diseases & pests)
Ÿ 위해한 바람(Damaging Winds)
Ÿ 가뭄과 물 부족
(Drought and water shortage)
Ÿ 지진(Earthquakes)
Ÿ 응급 질병(유행성 독감)
(Emergency diseases(pandemic influenza))
Ÿ 폭염(Extreme heat)
Ÿ 홍수 및 돌발성 홍수
(Floods and flash floods)
Ÿ 우박(Hail)
Ÿ 허리케인과 열대성 태풍
(Hurricanes and tropical storms)
Ÿ 산사태 및 토사물 범람
(Landslides & debris flow)
Ÿ 낙뢰(Thunderstorms and lighting)
Ÿ 토네이도(Tornadoes)
Ÿ 해일(Tsunamis)
Ÿ 산불(Wildfire)
Ÿ 혹한(Winter and ice storms)
Ÿ 싱크홀(Sinkholes)

Ÿ 유해물질(Hazardous materials)
Ÿ 전력서비스의 중단･정전
(Power service disruption & blackout)
Ÿ 원자력 발전소 등 핵폭발
(Nuclear power plant and nuclear blast)
Ÿ 방사능 긴급상황
(Radiological emergencies)
Ÿ 화학적 위협 및 생화학 무기
(Chemical threat and Biological weapons)
Ÿ 사이버 공격(Cyber attacks)
Ÿ 폭발(Explosion)
Ÿ 시민의 불만(Civil unrest)

자료 : 정창기 외(2020)에서 재구성

이와 같이 일반적인 재난의 분류체계에서는, 재난안전법에 의거하여 재난의 유형
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재난은 사회
내의 다양한 정치･사회･경제적 요인들과 결합한 ‘복합재난’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김성철, 2015: 14). 이는 재난현장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엄밀히 구분
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며, 범(凡)분야의 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채종
헌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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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법･제도적 차원에서 재난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재난이 대형화되고 복합화됨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로 ‘사회적
참사’를 언급해볼 수도 있다. 사회적 참사는 아직 학술적, 법률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재난, 사고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참사 용어가 사용된 시작을 찾아보면, 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
상규명법)｣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역시 두 사건을 조사하고
지원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업무, 구성, 활동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 사회적 참사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정창기 외, 2020).
사회적 참사에 관한 정의나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된 바는 없지만, 관련 연구와
언론 보도,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등이 사회적 참사에 관해 언급하는 맥락을 고려하
면 ‘재난･사회적 갈등 선행 발생’, ‘사회적 인식 및 시스템 부재로 인한 확산’, ‘장기
화 및 광범위성’ 등의 세 가지 특성을 제시해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재난 및 사회적
갈등 선행 발생’은 사회적 참사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일어난
재난 및 사회적 갈등이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 큰 타격
을 입히는 참사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인식 및 시스템
부재로 인한 피해 확산’은 재난 및 갈등이 참사로 확대되는 요인이나 공동체나 사회
의 인식 부족, 행정의 고나료적 운영, 대응 체계 미비 등 사회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그 속성으로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피해 장기화 및 광범위성’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가 앞서 언급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최초 재난 발생 당시 예상한
규모와 범위, 기간을 뛰어넘어 이후 복구에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정창기 외, 2020).
이상의 세 가지 특성을 토대로 정창기 외(2020)는 사회적 참사를 “다양한 요인으
로 발생한 재난 또는 사회적 갈등이 ‘국가･정부의 대응 시스템 미비’,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 ‘관료적 조직 운영에 따른 책임 불투명성’ 등으로 당초 예상된 피해
규모와 범위, 기간을 뛰어넘어 국가 및 지역 공동체에 사회･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시민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길 정도로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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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의 시간적 범위
｢재난 불평등｣의 저자 John C. Mutter(2015)는 재난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일련의 과정을
간략하게 도식화하자면, 발생 전 단계, 발생 단계, 발생 후 단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재난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사건 자체는 세 단계 가운데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취급함에 있어서 이 두 번째 단계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전체 과정으로 본다면 이 국면의 중요도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John C. Mutter(2015)가 정의하는 재난의 각 단계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1).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난다. 사회가 확실히 예상되는
재난에도 대비를 하지 않거나,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석유시추선 관리자가 좀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해야 했던 단계, 따돌림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결국 자기 목숨을 끝장내기 직전 단계, 즉 학교나 보건 당국 등 관련된 주체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예방 가능한 단계를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는 재난, 사건이 발생하는 단계로 재난의 그 순간을 의미한다. 대부분
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재난을 접하고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홍수, 지진, 석유시추
선 폭발 등의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구분될
수 있다. 한 가지는 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장면들로, 단편적인 피해상황, 구조
현황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이나 지방 경찰, 공무원, 독재자 등 기관의 대응 실패를 조명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도 한다. 재난 등을 통하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며,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개혁 조처들이 단행된다. 어떤 형태이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 상황을 초래하는 재난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기가 바로 이 두

1) 재난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한 내용은 John C. Mutter(2015: 32-33)가 저술한 ｢재난 불평등｣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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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재난 이후 시기이다. 태풍이 지나가고 홍수가 물러간 뒤 몇 주,
몇 달, 몇 년 후를 포괄하는 세 번째 단계는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이
다. 재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집중도는 현저히
떨어진다. 재난이 발생한 지역사회의 외형적 모습도 어느 정도 재난 발생 이전과
비슷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재난 상황에서
언급되어 왔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는 시기이며,
지역사회 차원의 회복력이 논의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세 번째 단계는 재난으로
노출된 사회악이 다시 감추어지는 시기이다.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
고, 물리적･사회적 피해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한다. 물리적
피해는 손을 보면 되지만 사회적 피해는 간단히 다룰 수 없다. 물리적 피해는 손을
보면 되지만 사회적 피해는 간단히 다룰 수 없다. 사회적 복구라는 개념은 사실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재난 후 복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직접적인 피해, 특히 물리적
피해상황에 대한 복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재난의 두 번째 단계에서 가장
극명하게 발생하는 물리적 손실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간단히 복구할 수 있다.
망가진 시설은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복구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 재난 상황에
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란 바로 이런 목표를 추동하는 구호다.
낡은 구조물은 더 튼튼한 것으로 교체하고, 미래의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는 보호설
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난이 가져오는
사회적 피해는 가시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 영향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
로 산출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재난 이후 사회 전체를 더 나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언론에 따르면, 재난을 겪은 사회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길고도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만 대부분 돌이킬 수 없이
퇴보해 버린다고 한다. 즉 재난을 자주 겪을수록 사회는 계속 퇴보해, 점차 극복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리적 복구를 넘어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복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재난을 연구함에 있어서 재난 등의 상황에서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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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nerability)을 연구하는 집단도 있지만, 이와 같은 전체 사회의 회복･복원에
초점을 두고 사회의 회복력(resilience)에 초점을 두는 집단도 있다. 재난 상황에서
사회의 회복력이란 사회가 재난을 견뎌 내고 재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상황에서의 직접적 대응력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
에서 전체 사회의 복원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회복력 관점에서의 재난 접근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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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동체의 개념 및 유형
1) 공동체의 개념
현대사회의 도시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인간소외, 비인간
화,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인간 상호 간에 더욱 친밀
하고 서로 타인을 이해하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삶을 그리워하면서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라영,
2009; 김권수, 2014 재인용).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나
대체로 공동의식, 유대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여관현, 2013;
성희자･전보경, 2006). 많은 경우에 공동체적 삶이란 인간 상호 간에 더욱 친밀하
고, 충분히 서로 이해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며, 상호 간에 더욱 협조하고, 전인격적
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공동체적 삶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하기
보다 이상, 또는 현대와 대립되는 것에서 공동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Mcmillian & Chavis(1986)는 공동체의 개념에서 도시나 농촌과 같은 지리적
특성과 인간관계의 상호작용과 같은 관계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관계적 속성을 강조하는 경우,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감, 구성원
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 구성원들의 욕구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충족될 것이라는 믿음, 구성원들이 시간, 장소, 경험 등을 공유
하고 있다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경준, 1998). 공동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며, 지역공동체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경계 내에서 형성된
다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공동체를 정의하는 또 다른 요소로 유대감을 언급할 수 있다. 공동체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받게 되는 소속감, 욕구의 충족과 통합,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함께하
는 연대의식, 지역사회의 일체감이나 구성원 상호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영향의식, 구성원 간의 정서적 친밀감 등으로 구성된다(성희자･전보경, 2006).
Glynn(1981)은 공동체를 조작화하거나 행동 수준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는 공동체를 공동체 구조의 객관적인 평가, 공동체 내부의 지원적인 관계,
공동체 주민들의 유사성 및 관계유형, 공동체의 참여, 공동체의 안전 등의 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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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있다(김경준, 1998).
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성원 간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을 공동체 의식이라고 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집합의식은 동일한
사회의 주민들의 공통된 감정과 신념을 통해 형성되는 하나의 체계로 볼 수 있다(박
가나, 2008). 집합의식은 개인의식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나 동시에 개인의
특수이익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합의식은 개인들의 의식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실체로서 개인의식에 대하여 규제력을 가지며 각 세대와 더불어 세대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체는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애착,
욕구의 충족, 구성원자격, 정체성, 소속감, 유대감, 상호영향의식 등으로 표현된다.
Maclver(1917)는 공동체를 공동의 생활권으로서 정의하였으며, 공동체의 기반
은 지역성과 공동체 의식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규모에 상관없이 한 집단이 함께
살아가면서 공동생활의 기본적인 조건을 공유할 때 이 집단을 공동체라고 하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접촉이나 참여, 공동이익이나 공동선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Sarason(1974)은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
회구성원의 생활을 파괴하는 것이 공동체의 부재 또는 약화라고 주장하였다.
Nisbet(1967)은 공동체의 상실에 대해 불길한 징조로서 가족, 이웃, 교회 등 일차적
집단의 분열현상이라고 보았으며, Poplin(1979)은 우리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
로서 공동체의 사회적 생활에 대한 공동의 연대의식에 대한 회복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개념은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서 제시되고 있다(이라영, 2009). 그 이유는 공동체가 현대사
회에서 발생되는 복잡한 도시문제를 대상으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장소인 동시에 인간의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 그 중요성이 최근 들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공동체에 관한 의미는 다양하지만 상기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공동체의 개념을 참조하여 공동체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동체란 일정한 장소에 대하여 애착을 느끼며 공동체 구성원 간 밀접한 상호작용으
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정주의식 체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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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연구자별 공동체의 개념
연구자

공동체의 개념

Taylor
(1982)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서 거주하면서 상호간에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장소에
대해 사회적, 심리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

신용하
(1985)

인간 상호간에 더욱 친밀하고, 충분히 서로 이해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며, 상호간에
더욱 협조하고,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McMillan
& Chavis
(1986)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감,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느낌, 구성원들이 시간, 장소, 경험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믿음

Hillery
(1995)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상호작용 하는 주민의 집단

이라영
(2009)

개인의 귀속의식, 타인과의 유대감, 공동체에 대한 만족감, 참여의식, 장소의 정주성
등을 의미

박병춘
(2012)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일정한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여 지역주민과 생활정반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가치와 목표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의 단위

전대욱 외
(2012)

심리적 유대감이나 공동체 의식(소속감)을 가진 일정한 지역(지리적 영역)을 공유하는
인간집단

채종헌 외
(2014)

지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이를 통해서 공통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집단의 형태

자료 : 여관현(2013); 최준규 외(2016)에서 재인용

2) 공동체의 구성요소
공동체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연구자마다 각자의 시각에서 상이하게 구분하
고 있다. 공동체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최병두(2006)는 인간의 생물적 및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 단위를 지역성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또한, 집단적
으로 공유하는 가치 있는 공간에서 문화적 전통, 사회적 융합, 규범적 구조 등이
생산 또는 재생산되면서 전환되는 영역으로 공동체를 구분한다. 남용훈･신중진
(2005)은 개인과 단지의 차원이 아니라 주변 지역 및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연대의식을 통해 공공선에 대한 가치와 이익을 위해 참여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성희자･전보경(2006)은 구성원 공동의 유대감
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공동체로 정의하면서 구성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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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유대감, 상호작용, 지역사회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원훈･이창수(2007)는
공동체를 동일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대의식을 통해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동시에 상호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집단으로
보고 구성요소를 연대의식, 공동의 가치와 이익, 참여, 상호관계, 사회적 집단 등으
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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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연구자별 공동체의 구성요소
연구자
Hillery(1955)

공동체의 구성요소
①지리적 영역, ②상호작용, ③공동의 연대의식

Kaufman(1959)

①사회적 단위, ②집합적 목표의식, ③공동관심의 공유,
④집합적 행위의 표출

Maclver(1917)

①지역성, ②공동체 의식

Taylor(1982)

①공유된 신념과 가치, ②구성원들 사이의 직접적이고 다면적,
③복합적 관계, ④호혜성의 실천(작용)으로 구성된 집합형태

Pepper(1991)

①구성원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②직접적인 대면관계가 이루어지는 범위로 형성,
③일상생활의 요소로서 공유하거나 나누는 구체적인 활동,
④공동체 관계를 다른 관계들에 우선하여 유지,
⑤공동체내에는 가치에 대한 공동의 관심,
⑥구성원들이 대안적 사회 추구과정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계획공동체

Davis &
Herbert(1993)

①지역적 영역, ②상호작용의 행동, ③인지적 정체성, ④역동적 변화

Ross(1958)

①지역성, ②상호작용, ③집단적 정체성, ④공동체성, ⑤유기체적 속성

최병두(2006)

①생물적 및 사회적 필요의 충족, ②지역성, ③문화적 전통,
④사회적 융합, ⑤규범적 구조

계기석･천현숙
(2000)
천현숙(2002)
남용훈･신중진
(2005)
성희자･전보경
(2006)
이원훈･이창수
(2007)

①지역성, ②공동체성, ③유기체적 속성
①사회적 상호작용, ②유대감 또는 소속감, ③사회적 집단
①연대의식, ②공공선, ③참여, ④역할분담
①공동의 유대감, ②상호작용, ③지역사회
①연대의식, ②공동의 가치와 이익, ③참여, ④상호관계,
⑤사회적 집단

이라영(2009)

①개인의 귀속의식, ②타인과 유대감, ③공동체 만족감, ④참여의식,
⑤장소의 정주성

박병춘(2012)

①지역기반, ②사회적 상호작용, ③정서적 유대감

자료 : 여관현(2013); 최준규 외(20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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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천현숙(2002)은 공동체를 일정한 지역 내 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면서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스스로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능력을 갖추 사회적 집단이라고 정의하면서 공동체의 구성요
소를 사회적 상호작용, 유대감 또는 소속감, 사회적 집단 등으로 분류한다. 계기석･
천현숙(2000)은 공동체를 지역적 영역, 상호작용, 인지적 정체성, 역동적 변화 등
4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였으며, 인지적 정체성은 지각과 인지, 정서적 태도와 동기
영역으로 분리하였다. 또한, 이렇게 분리된 4가지 구성요소를 주요한 차원, 하위영
역, 공간적 범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하위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표 2-4] 공동체의 구성요소
영역
지역적 영역

주요한 차원
- 영역
- 시설

- 환경
- 형태

하위영역

공간적 범위

- 크기, 거리, 밀도
- 상점, 여가, 가정
- 자족지위, 인종, 이동성

- 가구, block face
- 제한된 영역
- 도시의 구분된 영역

-

활동, 시설사용
비공식적 상호작용
협동, 공식조직
정치적 참여
지원환경

-

쇼핑, 여가, 작업장
근린활동, 이웃, 가족
도구적, 정보적
커뮤니티, 교회
투표, 회의

지각과
인지

-

장소적 정체성
인지적 지도화
아이덴티티
상징적 상호작용

-

이름 짓기
지도화, 경계설정
인종, 성, 사투리, 연령
상징적 꾸밈, 영역설정

정서적
태도와
동기

-

장소의 상징성
감정과 애착
안정, 방어
공통가치
감정이입, 소속감

-

자아고취
뿌리 찾기, 정체성
장소 만족감
상호부조 기대
공통의 감정

상호작용

인지적
정체성

역동작 변화

- 당기, 장기, 계절적

자료 : 계기석･천현숙(2000: 19)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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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 외부자
(거주자: 근로자)

Ross(1958)는 공동체의 구성요소를 공간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영역을 공유하는
지역성,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정체성을 함께하는
집단적 공동체성, 그리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유기체적인 속성을 공동체의 구성요소
로 분류하고 있다. Davis & Herbert(1993)는 공동체의 구성요소를 지역적 영역,
상호작용의 행동, 인지적 정체성, 역동적 변화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적
영역으로는 영역, 환경, 시설 등이 해당되며, 상호작용의 행동에는 시설사용, 비공식
적 상호작용, 공식적 조직, 경제적 활동, 정치적 참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인지적
정체성에는 장소의 상징성, 평가, 감정과 애착, 공통의 가치, 감정이입 등이 포함된
다. 마지막으로, 역동적 변화는 공동체가 한 가지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에 따른 단기적, 일시적, 계절적, 장기적 변화 등이다. Hillery(1955)는
94개의 공동체와 관련된 개념들을 범주화한 결과 60% 이상에 해당되는 공동체의
내용은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지리적 영역(Geographical area),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집단의식을 나타내는 공동의 연대
의식(Common Ties)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한 세 가지의
공동체 구성요소는 여기에 포함되진 다양한 공동체 속성들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동체의 구성요소는 접근방법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고 있
다. 그러나 기존 연구자들의 공통사항을 살펴보면, 공동체에 대한 물리적 또는 사회
적 구조 등을 공동체의 구성요소로 분류하고 있다. 공동체 구성요소의 분류 기준을
일정한 범위에서의 지역적 영역을 토대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주체
들 간의 유대감 또는 연대감으로 보았다. 즉, 한정된 공간적･지리적 영역을 대부분
의 공동체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인 네트워크 및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는 공통된 유대감과 소속감의 의식
적 차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결국, 공동체 구성요소를 통해서 살펴본 공동
체는 “지리적으로 제한된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이를 통해서 공통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집단
의 형태”를 의미한다(채종헌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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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공동체의 구성요소

자료 : 최준규 외(2015)

제시된 공동체의 구성요소를 명시적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지역성, 사회성, 유대
감 등을 핵심요소로 정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역성의
경우,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단일 지역의 거주 공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IT 및 교통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거주공간, 혹은 공간의 개념이 확장되
어 적용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개념의 적용에 있어 거주공간의 개념
으로 적용하더라도, 예전과 달리 마을단위를 넘어서는 생활공간의 범위가 등장하였
으며, 주요 관심사에 따라서는 지역을 넘어서는 유대감의 공간이 형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개념 및 구성요소는 이론적 차원에서 그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되, 현실에서는 유동적으로 그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형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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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공동체 개념 구성요소의 세부 개념
구분

구성요소별 세부 개념

지역성

유사한 지역의 거주공간 혹은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

사회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내부 소통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

유대감

유사 집단(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간의 공간배치를 통한 유대감 상승

자료 : 최준규 외(2015)

3) 공동체의 유형
공동체의 개념이 학자마다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유형 역시 그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실제로 공동체 활동은 다양한
속성을 가지며, 그 형태는 단순한 주민모임에서 사업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업체
형, 사회적 목적이 강조되는 결사체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체 유형을 속성에 기반하여 나열해보면, 주민모임에서
주민사업, 시민단체,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나 최근 부상하
고 있는 소셜벤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공동체 활동은 하나의 정형화된 개념이나 형태로 정의하는
것보다 다양한 활동 양식을 포괄하는 총체적 활동 양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내용적으
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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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포괄적 공동체 활동의 스펙트럼

자료 : 최준규 외(2018); 최준규 외(2015)의 내용을 재정리

이와 같이 포괄적 공동체 활동을 보다 구체적인 속성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분류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분류를 위한 속성의 기준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준규
외(2015)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공동체의 다양성을 공동체성, 사회
성, 영리성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각각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략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각 구성요소가 가지는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2-6] 공동체 속성의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별 세부 개념

공동체성

공동체의 기본적 속성으로 주민 사이의 유대감, 지역성 그리고 초기단계의 사회성을
포함한 형태를 포괄

사회성

공동체가 가지는 사회적 목적이 강화되는 경우에 결사체 중심의 모형으로 전환되는
형태를 말하며, 공동체 조직의 전환 혹은 연대의 형태로 구현

영리성

공동체의 자체적인 경제활동이 강조되는 모형으로, 공동체 내부에 경제활동 기제가
작동하는 형태를 의미

자료 : 최준규 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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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속성의 구성요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체들이 구체
적으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유형별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공동체성, 사회성, 영리성이라는 세 가지 속성에 기반한 공동체 유형 분류에
해당하는 각각의 공동체 형태를 구조화하면 다음의 정육면체 형태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제시된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의 꼭짓점은 한국 사회 내부에
서 이슈화되는 조직 형태를 대표하고 있다. 다만 공동체 활동이나 그 유형은 정형화
된 7개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육면체로 이미지화되는 내부의 다양한
스펙트럼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유형에
대한 개념 적용은 경직된 분류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과 유형으
로 이해하는 것이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4] 속성에 기반한 공동체 유형과 조직 형태

자료 : 최준규 외(2015)의 내용을 재정리

앞에서는 공동체 유형을 구분하는 핵심 속성으로 공동체성, 사회성, 영리성을
제시하였으며, 현장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유형은 주민모임에서 사회적경제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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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한 공동체의
조직유형은 공동체가 가지는 기본적 속성들 가운데 어느 속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가를 기준으로 분류한 조직 형태를 보여준다.
또 다른 관점에서 공동체의 속성은 운영방식의 매커니즘에 의해서도 분류할 수
있다. 운영형태의 특성이 가지는 형태를 중심으로 공동체 유형을 재분류하면, 공동
체 유형은 다시 ‘소모임 유형’, ‘공동체 유형’, ‘결사체 유형’, ‘사업체 유형’ 등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소모임 유형’은 초기
단계의 주민모임을 의미하는 형태로, 최초 주민들이 조직화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 형태에서의 주민모임은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기보다는
희미한 공동의식을 기반으로 모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공동체 유형’은 초기단계의 주민모임에서 개별 공동체가 가지는 문제의식이 보다
명확해지는 단계를 의미한다. 공동체 유형에 해당하는 개별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의식이 보다 명확하게 사회적 목적과 연계되거나 구체적
활동방향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가진다. ‘결사체 유형’은 공동체 활동의 단계를 넘어
서 공동체가 가지는 사회적 목적이 강화되고,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는 형태로 구현
된다. 이러한 경우는 전통적 시민사회 조직으로 전환되거나 활동의 범위와 양식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유형’은 공동체 활동 내부적 동력
확보를 위하여 경제적 활동이 결합되는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공동의 경제 활동과
자산의 보유 등의 기제가 내부화되는 단계이며 마을기업 등 제도적 양식과 결합되는
형태 등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속성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유형의 재분류
가 단계별 성장지향 모델이 아닌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공존하는 개별적
모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체 유형은 소모임 유형을 거치
기 마련이며, 결사체 혹은 사업체 유형은 공동체 유형 단계가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소모임 유형이 공동체 유형으로 혹은 공동체 유형이 결사체 혹은 사업체 모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당위적 접근은 적절하지 못하며, 각각의 유형은 전체 사회라는
관점에서 각각이 맡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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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공동체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 재분류
유형구분

소모임 단계

공동체 단계

결사체 단계

사업체 단계

공동체성

약/중

중/강

중/강

약/중/강

사회성

약

중

강

중/강

영리성

약

약

중

강

자료 : 최준규 외(2015)의 내용을 재정리

3)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의 유형 변화
특정 지역사회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은 이전과는 다른 공동의 높은
유대의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공동체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동체는 크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성,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되
는 사회성, 그리고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통해 성장하는 유대감 등을 통해 출현･성
장하는 경로를 띄게 된다. 지리적 특수성을 가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역사회
라고 언급될 때, 대부분의 지역사회는 기본적으로 지역성은 담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재난이라는 지역적 변수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성장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단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물리적 복원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가 형성된다. 또한 일차적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처리를 포함하여 이전의 일상과 비교하여 빈번한 상호작용을 갖게 됨에 따라 공동체
발생 유인이 커지는 측면이 존재한다. 재난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
유형이 가지는 변화의 양상을 개괄적으로 예측해보면 다음의 변화 경로 등을 상상해
볼 수 있다.
① 부재의 상황 → 소모임 단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난 상황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촉발할 수 있는 유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재난이라는 긴급상황의 일차적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내부의
상호 접촉 빈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상호작용의 깊이 또한 이전의 일상보다 진전된
형태의 교류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난이라는 공동의 위협이 발생하고, 일차적인
위협에서 벗어나고 지역사회 복원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생김에 따라 지역사회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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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전보다 높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 공동의 목표와 유대감의 형성은 일상적
지역사회 생활 속에서 극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요소이지만, 재난이라는 비일상적
요인은 지역사회 내부에 외부적으로 공동의 비교적 단일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상대
적으로 공동체가 덜 활성화되어 있던 지역에서도 재난 이후 다양한 소모임 형태의
공동체가 촉발될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소모임 단계 → 공동체 단계･결사체 단계
다음으로 지역사회에서 이전부터 활동하던 공동체들 역시 공동체를 구성하는
속성이 변화함에 따라 보다 다른 목적을 가진 공동체 유형을 변화될 개연성도 가진
다. 예를 들어, 취미 등 개인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활동해온 주민모임, 소모임
형태의 공동체들은 지역사회 내부에서 재난이라는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다
공적인 형태의 모임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가진다. 지역사회의 공동의 목표에 대응하
기 위해서, 혹은 재난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서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협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전에는 개별적이고 소규모의 특성을 가졌던 공동체들도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공동체 단계 혹은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결사체 단계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일차적으로는 기존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던 소모임 형태의 공동체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겠지만, 재난 이후 지역사회의 대응이 장기화되는 경우 앞서 재난으
로 촉발된 초기 공동체들이 겪는 변화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공동체 단계･결사체 단계 → 사업체 단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난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형성과 관련
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재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재난의 일차적 피해는 외형적으로 극복되었더라 할지라도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등 지역사회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 지역사회의 공동체들은 보다 지속
가능한 형태로의 전환을 고민할 수 있다. 대표적인 형태를 살펴보자면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전환을 언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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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앞서 포괄적 단계모형을 설명함에 있어서 강조한 바와 같이 모든 공동체들이
경제적 형태를 최종단계로 상정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비교
적 오랜 경험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을 가진 조직들을 중심으로 사업체
단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경향을 가진다. 특히 재난 등 지역사회의 이슈가 분명한
지역에서는 지역 거점공간의 관리나 지원정책 등과 결합하여 사업체 형태로 전환하
는 유형의 공동체도 다수 발견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개념 및 구성요소, 유형 등을 논의하면서, 마지막에
재난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어떤 변화 유인을 갖을 수 있는가에 대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해봤다. 모든 가상의 경로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재난이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경우, 새로운 소규모 공동체가 촉발되는
상황, 소모임 단계의 공동체들이 보다 공적인 형태로 전환되는 상황, 그리고 보다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업체 형태로 변화되는 상황 등을 제시해보
았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한 긍정적 시나리오 이외에도 재난이라는 상황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갈등이 촉발되거나 기존의 공동체들도
분열되거나 와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어렵지 않게 예상해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공동체 정책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사회적
갈등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복원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 시나리오에 집중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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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난･공동체 및 회복력
1) 재난･공동체 분야 회복력 개념의 적용
회복력(resilience)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외부적인 충격에 대
한 내부적인 원상회복 능력 또는 회복 가능성”으로 정의된다. 회복력의 정의는 회복
력 개념을 사용하는 분야나 학자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몇 가지 관련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olke(2010)는 “혼란이나 교란을 흡수하고 기본적
인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는 시스템 능력”으로 정의하고, 그 개념을 다시 공학적,
생태적, 사회생태적 회복력으로 구분하고 있다(강상준 외, 2013). 이외에도 하수정
외(2014)는 회복력을 경제 및 지역 측면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총부가가치의 성장률
과 고용 증감률,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한 접근을 넘어,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따라 국내 지역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에 따라 살피고 있다. 해당 연구는 지역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고 그 원인을 지역 회복력 관점에서 접근하는
과정에서 회복력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허심양 외(2017)은 회복력을 사회공동체
적 측면에서 적용하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힘을 강화시키는 공동체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허심양 외(2017)은 회복력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단순히 위기
대비 능력 향상 버전이 아니라 공동체의 참여와 공동체 자산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정창기 외, 2020).

2) 재난 이후 공동체의 회복력 결정 요인
재난, 공동체 분야의 회복력 개념을 연구해온 다양한 학자들은 재난 이후 공동체
가 가지는 회복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나 회복력의 결정 요인으로서 공동체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역사회 회복력에 관련한 요소들을 연구한 국외
연구로는 런던 회복력 포럼(London Resilience Forum)의 사례와 록펠러 재단
(Rockefeller Foundation)의 회복력 프레임워크 등을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먼저 런던 회복력 포럼은 런던이 회복력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전략을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전략은 크게 회복력에 대한 지원, 런던 회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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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위험 평가, 예방･대응･회복을 위한 협력, 정책을 통한 회복력 강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런던 회복력 포럼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 회복력
강화의 프레임워크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그림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그림 2-5] 런던 회복력 포럼의 공동체 회복력 강화 체계

자료 : London Resilience Forum(2016); 최인수 외(2020)에서 재인용

국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회복력 관련 논의 가운데 또 다른 대표적 프레임워크
가운데 하나는 록펠러 재단의 회복력 지표체계를 언급할 수 있다. 록펠러 재난의
회복력 프렘임워크는 ‘사람: 건강과 복지’, ‘기관: 경제와 사회’, ‘장소: 기반시설과
환경’, ‘지식: 리더십과 전략’ 등으로 범주를 나누고 각각 3가지 차원의 기본범주를
나누어 지역사회의 회복력 측정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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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록펠러 재단의 회복력 프레임워크
범주

사람: 건강
& 복지

기관: 경제
& 사회

장소: 기반 시설
& 환경

지식: 리더십
& 전략

기본요건

내용

인간의 취약성
최소화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다양한
생활환경과 고용

재정적 접근과 저축능력, 기술훈련,
사업지원 및 사회복지 역량

인간의 삶과
건강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치

통합된 건강 편의시설과 서비스,
비상(재난구조) 서비스

집단 정체성과
상호지원

활동적인 커뮤니티 참여,
강력한 사회 네트워크 및 사회적 통합

사회적
안전성과 보안

법률집행, 범죄 예방, 공정성, 비상관리

재정적 자원과
비상자금의 가용성

재정관리, 다양한 매출원, 사업투자를 이끄는 능력,
적절한 투자 및 비상기금

물리적
피해 감소

환경관리, 적합한 기반시설,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계획법규의 시행

중요 서비스의
지속성

다양한 조항과 적극적 관리,
생태계와 기반시설의 유지, 안전대책

신뢰할 수 있는
통신과 교통수단

다양하고 알맞은 다중교통시스템,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 및 안전대책

효과적인 리더십
및 관리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연계,
증거기반의 의사결정, 다중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신뢰할 수 있는 개인

권한이 있는
이해당사자

개인이나 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 및 교육

통합적 개발계획

도시 비전의 존재, 통합된 개발전략,
부서 간 실무진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되는 계획

자료 : 김정곤 외(2016); 최인수 외(20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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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양 외(2017)은 재난 후 공동체의 회복 촉진에 초점을 두고 회복력을 높이는
9가지 공동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들은 공동체 부문 회복력 향상을 위한
기본 토대를 ‘공동체 가치(Community Value)’와 실행기술로서 ‘공동체 실행력
(Community Capability)’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공동체 가치’는 협력(collaboration), 역량강화(empowerment), 전문성
(professional value), 사회정의(social justice) 등 4가지 원칙으로 구성되며, ‘공
동체 실행력’은 지역사회 기반(local based), 대비(preperation), 개발
(sustainable service), 통합서비스(service integration), 지속가능한 서비스
(sustainable service) 등 5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개별 원칙들은
총 26개의 하위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하위 개념들은 재난 이후 공동체
부문 회복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창기 외, 2020에서 재인용).

[표 2-9] 공동체 부문 회복력 향상을 위한 실행방안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참여적 의사 결정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파트너십
(partnership)

협력
(collaboration)

갈등관리
(conflict management)
유연성
(flexibility)

공동체 가치
(community value)

리더십
(leadership)
권한부여
(empowerment)

전문성
(professional values)

참여
(engagement)
희망과 성장
(hope and growth)
전문적 성취
(professional accomplishment)
팀워크
(team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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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공유가치
(shared values)
자기관리
(self-care)

사회정의
(social justice)

지역기반
(local based)

대비
(preparedness)

개발
(development)
공동체 역량
(community
capability)

문화 감수성
(culture-sinsitive)
인지 성장
(awareness raising)
구체적 공동체
(community specific)
사업
(project)
훈련
(training)
계획
(planning)
평가
(evaluation)
증거 기반 실행
(evidence-based practice)
단계-지향적 개입
(phase-oriented intervention)

통합서비스
(service integration)

접근성과 지원활동
(accessibility & outreach)
서비스 연계와 추천
(service linkage & referral)
평가와 감독
(assessment and screening)
자원배분
(resource distribution)

지속가능한 서비스
(sustainable service)

집행과 확산
(Implementation & dissemination)
기술
(technology)

자료 : 허심양 외(2017); 정창기 외(2020)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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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욱(2015) 역시 은 지역공동체 및 도시 수준에서 회복력의 결정 요인을 ‘성찰
성’, ‘내구성’, ‘가외성’, ‘유연성’, ‘변통성’, ‘수용성’, ‘통합성’ 등 일곱 가지로 정의
하고 있다. 각각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찰성(reflectiveness)’은 지역
공동체 및 도시를 살아있는 사회생태계로 인식한 가운데, 사회생태계에 내재된 불확
실성과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시민과 주민들의 역량을 의미하며, ‘내구
성(robustness)’은 잘 계획되고 구축된 물리적 자산을 기반으로 위험 및 충격으로
부터 지역 공동체 시스템이 상실되는 것을 막는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외성(redundancy)’은 외부 교란 및 과부하에 대응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준비한
여유분의 역량으로 정의되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부하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킨
인프라 네트워크나 자원의 추가 비축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유연성(flexibility)’
은 지역공동체와 도시라는 사회생태계가 변화하는 환경에 시스템을 적절히 진화시
키고 적응시킬 수 있는 역량을 말하며, 이는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분화되거나 모듈
화된 체계, 역량 있고 다양한 주체가 어우러지는 사회생태계가 갖춰질수록 그 속성
이 강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변통성(resourcefulness)’은 개인이나 조직이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주 기능들이 마비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목적 달성
이나 기능수행을 위한 대체 수단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량은 이해관계자와 구성원 간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혁신적 사고가 그 원천으로
작동할 수 있다. ‘수용성(inclusiveness)’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및 지역
공동체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 수준을 뜻함.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
형평성을 말하며,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거나 공유할 때 그 수준
을 높일 수 있는 속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통합성(integrability)’은 지역공동체
와 생활권을 구성하는 주요 시스템 간 상호 소통 및 연계성으로 정의되는데, 통합성
이 높을수록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이해당사자들 간 상호 보완적 성과를
내는 경향을 보인다(정창기 외, 2020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분류체계는 앞서 검토한 허심양 외(2017)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위
26개 개념과 다른 분류양상을 보이지만, 큰 맥락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중범위 차원
에서 유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학자에 따라 다른 형태의
결정 요인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큰 의미에서는 유사한 맥락에서 실행전략을 고민하
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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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지역공동체 회복력 결정 요인
결정요인

세부개념

성찰성
(reflectiveness)

지역공동체 및 도시를 살아있는 사회생태계로 인식한 가운데, 사회생태계에 내
재된 불확실성과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시민과 주민들의 역량

내구성
(robustness)

잘 계획되고 구축된 물리적 자산을 기반으로 위험 및 충격으로부터 지역
공동체 시스템이 상실되는 것을 막는 역량

가외성
(redundancy)

외부 교란 및 과부하에 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한 여유분의 역량

유연성
(flexibility)

지역공동체와 도시라는 사회생태계가 변화하는 환경에 시스템을 적절히
진화시키고 적응시킬 수 있는 역량

변통성
(resourcefulness)

개인이나 조직이 위기상황에서 기존의 주 기능들이 마비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목적달성이나 기능수행을 위한 대체수단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역량

수용성
(inclusiveness)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및 지역 공동체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
수준

통합성
(integrability)

지역공동체와 생활권을 구성하는 주요 시스템 간 상호 소통 및 연계성

자료 : 전대욱(2015); 정창기 외(2020)에서 재정리

다음으로 허아랑(2016)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연구하면서, 핵심 요인으로 사회적･경제적･제도적 요인과 사회기반시설, 지역사회
자본, 생태적 회복력 등 총 6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동체 회복 활동과
깊이 연관된 요소가 바로 ‘지역사회자본(community social capital)’으로, 하위
구성 요인으로 ‘공동체 의식’, ‘시민 참여’, ‘혁신’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체 의식’은 지역사회 내 유대(tie)와 관련성이
높으며, 공동체에서 유대가 높을수록 개인들은 사회자원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집단
행동을 표현해 지역사회의 생계를 증가시키는 경향성을 가진다. 다음으로 ‘시민
참여’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욕구를 창조하거나 유지, 변형하
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조직의 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은 지역사
회 내 창조적 계층 조직으로 요약되며, 창조적 계층 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역
을 경제･사회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 가치에 공헌해 회복탄력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된다(정창기 외, 20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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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재난 회복력을 측정하는 주요 요소

자료 : 허아랑(2016); 정창기 외(2020)에서 재인용

공동체의 재난 이후 회복력 관련 추가 연구들을 살펴보면, 오혜영(2016)은 개인
을 넘어 집단적 차원의 트라우마 극복 관점에서 공동체의 회복력을 언급하고 있으
며, 지역공동체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역 주민 간 상호교류’, ‘지역
문제에 대한 참여 활동’, ‘유연하고 다양한 공동체 협의체’, ‘취약계층과 다문화에
대한 수용과 연계’,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지원을 위한 지식과 시스템 공유’,
‘위기에 따른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의 규범과 역량’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인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리 가용
한 공동체의 자원들을 극대화하여 배분하고, 지역사회의 공동 규범을 발달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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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을 어떻게 자생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오혜영(2016)은 “공동체는 내부는 물론 공동체와 공동체, 공동체와
상위 공식기관, 공동체와 외부기관 사이를 각각 연결할 중재자의 존재를 강조하였으
며, 유사시 협력이 가능하도록 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소통의 장 마련 등도 필요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정창기 외, 2020에서 재인용).

3) 사회적 참사 등 복합재난 상황과 회복력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재난의 유형을 정리함에 있어서 기존의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최근 논의되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
다. 특히 본 연구의 사례분석 등에서도 다루어질 4･16 세월호 참사의 경우, 피해범
위도 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광범위하여, 사회적 참사 차원의 공동체,
그리고 회복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
면, 정창기 외(2020: 18-19)는 ‘사회적 참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참사의 정의를 먼저 제시하고 있다. 정창기 외(2020)은 사회적
참사를 재난 및 사회적 갈등 선행 발생, 사회적 인식 및 시스템 부재로 인한 피해
확산, 피해 장기화 및 광범위성 등 3가지 특성을 가지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사회적 참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해보면, 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요인은 ‘상호 교류’,
‘협력’, ‘역량 강화’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재난과 차별적으로 사회적 참사 사건에서의 회복력을 살피기 위해서
는 기존의 전통적 회복력 결정 요인들에 덧붙여, 해당 재단이 일반적인 재난을 넘어
사회적 참사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매우 커지거나 새롭게 대두된 회복
요인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된 요소들을 정리해보
면, 사회적 참사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회복력 결정 요인으로 ‘관계 변화
인식’, ‘수용성’, ‘대비’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가장 먼저 ‘관계변화 인식’은 사회적
참사로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이 상처를 입은 가운데 주체
간 관계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참사 후 달라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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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이를 유지 혹은 확장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다음으로 ‘수용성’은
피해 당사자를 포함해 공동체 주체들이 지역에서 공존하기 위해, 단순 소통을 넘어
최소한의 동의 지점을 토대로 서로의 이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노력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대비’는 향후 또 다른 갈등이 언제든 발생해 공동체 유대감,
주체 간 협력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을 전제로, 이에 대응한 기초 체력 확보 방안을
의미한다. 향후 위기에 대한 ‘대비’ 항목이 의미하는 바는 향후의 위기 상황에 대응
하여 공동체 내 사회자본 축적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의미 또한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2020: 18-19).
실제로 이외에도 재난과 공동체, 회복력의 관계를 매개함에 있어서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이 가지는 중요성을 제시하는 연구도 발견할 수 있다. 채종헌 외(2018:
86)은 재난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 해체적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는 ‘지역공동체’이며, 기본단위인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서는 회복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최인수･전대욱, 2014: 19-24; 채종헌
외, 2018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Merja Rapeli(2017)는 공동체 내의 회복력
향상에 전제조건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기초로 한 지역 내 회복력은 재난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선순환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채종헌 외, 2018: 86에서 재인용).

[그림 2-7] 사회적 자본과 재난(취약성), 회복력의 관계

자료 : Merja Rapeli(2017:40); 채종헌 외(2018: 8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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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정창기 외(2020)는 ‘사회적 참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이란 첫 번째,
참사로 인한 직접적 트라우마는 물론 피해 확산 과정에서 극심한 공동체 갈등 및
와해를 겪은 지역 주체들이 최소한의 동의 지점을 기반으로 소통의 폭을 넓히며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두 번째, 주체들이 참사 후 전환된 서로의 관계와 각자의
역할을 인식한 가운데, 지역에 대두되는 회복 이슈를 물리적 복구 차원을 넘어 상호
연계를 통해 대응하고, 향후 또 다른 재난에 대비해 사회자본을 구축하는 상태 등으
로 제시할 수 있다.
사회적 참사 지역에서의 공동체 회복에 대한 정의와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관계변화 인식, 수용성, 대비 등의 요소가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적 참사 등으로 발전하는 재난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이 활동들이 일차적 피해에
대응하는 단기적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재난의 성격이 변화하고 복합
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그로 파생되는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장기적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드시 사회적 참사라는 형태로 규정되지 않더라
도 현대 사회의 재난이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사회적 갈등으로 진화되는 속성들을
고려한다면, 향후 재난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역할 역시 그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 및 기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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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도적 검토
제1절 국내외 법･제도적 현황 비교2)
한국 사회에서 현재 재난관련 법률의 뿌리 역할을 하는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으로, 재난안전법은 제1조에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
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자자체가 국
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
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재난안전법 제2조).
이외에도 재해구호법은 제1조에서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
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 ①항과 ②항에서는 전국재해
구호협회･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이 지원하는 구호 종류에는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금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의 지원, 심리회복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등과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의 이재민 현금지급 등이
있다고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 등에서 안전 및 재난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표적
인 법률들을 예시로 제시하자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전교육법)｣,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2) 제3장 제1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내외 법･제도적 현황 비교’는 양기근･서민경(2019),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취약성과 재난복원력 연구: 재난안전 취약계층의 복원력 지원체계 비교분석”의 내용을 발췌 및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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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는 개별 지원계층 및 영역 등에 있어서 안전 및 재난관련 사항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재난관리체계는 1979년 카터 대통령이 총체적 재난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분산된 권한과 인원을 한데 모아서 설립한 연방위기관리청(FEMA)을 설립
한 이래 통합 위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연방재난구호지원활동을 종합적으
로 규정한 법률로는 스태포트 재난구호 및 긴급지원법(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다. 미국의 재난관리를
위한 기본법은 앞서 언급한 스태포드법으로 본 법률은 1988년에 제정된 내용으로,
이 법을 기본으로 주정부는 주법(State law)에서 지방정부는 조례(Ordinance)에
서 재난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재난 관련 법률 체계를 살펴보면, 일본은 1961년에 재정된
｢재해대책기본법｣을 기본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재해대책기본법｣
은 종합적･체계적･계획적인 방재행동의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재해대책
기본 법률이다. ｢재해대책기본법｣의 체계는 재난예방 관련법, 재난응급대책 관련
법, 재난복구･부흥관련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는 국가･지방정부 및 기타단체의
역할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재난관리의 역할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의 기본과정인 예방･대응･복구의 과정에서 일어
나는 일본 재해 및 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기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방정부
간 상호유기적인 지원활동을 강조하기 위한 조항들이 추가되었으며, 기타 타 법률
체계 등을 통하여 재난취약계층 및 부문 차원의 보완이 필요한 관련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각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기본이 되는 법률체계는 형식의 차이는 있으
나 재난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통합적 재난 대응, 역할체계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재난관련
법률 체계만으로는 기존의 재난 대응 관련 공공부문의 관행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측면을 가질 수 있다. 관련 법률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데 있어 기존의 법률들은
앞서 제시한 대로 협소한 정의의 재난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재난의 범위
나 지원 가능 기간 등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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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법제 차원의 개선과
그에 선행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국내외 재난 관련 기본 법률 비교
구분

재난 관련 기본 법률

한국

재난안전법･재해구호법

미국

스태포드 재난구호 및 긴급지원법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1988)
주법(State law), 지방정부 조례(Ordinance)

일본

재해대책기본법

자료 : 양기근･서민경(2019)의 본문 내용을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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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주요 계획 검토
1) 중앙정부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 차원의 지역사회 복원에 관련한 법･제도적 기반 역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의 최상위 계획은 2021년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목표, 국정전략 및 국정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국정운영 5개
년 계획(2017.07.19.)｣에서 가장 근본적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하였다. 재난
및 안전 분야의 정책지향을 확인할 수 있는 목표체계로는 다음의 목표 및 국정과제
를 제시할 수 있다. 우선 “국정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 중에서도 “국정전략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가 담고 있는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행정안전부)”와 “국정과제 56. 통합적 재난
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행정안전부)”은 지난 정부의 4･16 세월
호 참사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재난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정책과제로 파악해볼 수 있다(최인수 외, 2020).
이와 같은 목표체계는 최근 한국의 정책 영역에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공공부
문의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확인된다. 특히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
임체제 구축은 기존의 재난 대응에 있어서 예방에서 재난 대응, 안전관리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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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 :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최인수 외(2020)에서 재인용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 실행계획으로는 2020년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서 수립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를 제시할 수 있다. ‘국가안
전관리기본계획’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2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중앙안전관리위원회, 2020). 이와 같은 위상에 근거하여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에서 제시한 비전은 “356일 전국민 안심사회”
이며,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
체”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으
로는 ‘전략1. 포용적 안전관리’, ‘전략2. 예방적 생활안전’, ‘전략3. 현장중심 재난대
응’, ‘전략4.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등을 제시하고,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
고 있다(최인수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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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의 비전-목표 체계

자료 : 중앙안전관리위원회(2020),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보다 구체적으로 재난 및 공동체에 대한 전략과제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4대 전략 가운데 “전략4.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에서 두 번째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4-2. 대형 복합재난으로부터 회복력 확보”는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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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단에 대한 회복력 확보를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부목표 가운데 하나가 대형 복합재난에 대한 복구체계 구축
이며, 이를 위한 7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대형재난 이후 공동
체 회복을 위한 장기계획의 마련”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최인수 외, 2020).
앞서 재난의 개념 및 유형을 제시하면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의 재난들이
보여주는 경향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
적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최초 발생시기에 있어서는 명확한 재난의 형태
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2차적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복합재난의 성격으로 진화하는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형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장기계획의 마련”은 명시적으로 대행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의제와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형 재난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장기계획 마련’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개인과 지역사회의 중장기적 회복방안 마련을
위해 지원내용의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 추모와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조치, 피해자
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및 의견개진 보장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해외 선진 사례 참조를 통한 대형재난 이후 체계적 도시재생과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장기적 공동체 회복계획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최인수 외, 2020).
이와 같은 내용은 재난 이후 지역사회의 복원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
자와 피해지역을 넘어서 전체 지역사회 차원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을 직･간접적
으로 보여주는 내용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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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복합재난 대응 관련 내용

자료 : 최인수 외(2020)에서 재인용

2) 경기도
재난 대응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을 확인했다면, 그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전략
및 계획은 각 지역적인 맥락에서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나름대로의 지역 논리가
있을 것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나 대응 양식이 다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난대응 계획 및 법･제도
적 기반을 병렬적으로 비교 연구하기보다는 경기도 사례에 집중하여 관련 상위계획
등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같이 경기도 차원에서 미래의 정책방향
및 지향을 거시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경기도의 미래비전을 담고 있는 ｢경기비전
2040｣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경기비전
2040｣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적인 내용이지만 정책 영역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이를 통한 사회통합 및 포용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경기비전 2040｣은 ‘활력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비전으로 ‘지역경제
구조의 혁신’, ‘사회통합 행복공동체 형성’,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등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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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2040년의 구체적 비전으로
는 스타트업기업, 청년일자리, 세계 살기 좋은 도시 30에 3개 도시 진입, 빈곤율
15%, 지역공동체수 3,000개 육성 등을 목표로 제시한다(최인수 외, 2020). 경기도
미래비전에서는 핵심 지표의 하나로 지역공동체 성장을 제시하면서 보다 역동적인
지역사회와 주민 중심의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경기도 차원의 미래비전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가시적
으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지역사회 안전 및 재난관리 차원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에 대한 독자적 관리지표 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 증가하는
재난 이슈 및 복합재난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완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체 정책의 역할을 구체화하려는 추가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이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재난 관리 차원의 공동체 정책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위 국정운영 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여 경기도가 수립하는 미래비전의 실현에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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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경기비전 2040 전략체계도

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최인수 외(20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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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례분석
제1절 국외사례
국외에서는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국내보다 먼저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난 대응과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복원이라는 의제가 실험적으로 실천되어왔다. 특히 본 사례
분석에서 살펴볼 미국과 일본의 경우, 1990년대 경험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한신･아와이 대지진(고베 대지진)이라는 두 차례의 큰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재난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무와 대응에서의 정책 전환을 한 걸음 더 먼저 고민해왔던 국가
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재난 대응 사례, 특히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 관련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재난 이후 지역사회 복원
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계획하고, 기존의 정책 관점을 전환시키는데 유의미한 시사
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 발생했던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사례를 선정하
였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 미국 로체스터시에서 발생한 급격한 지역쇠퇴
사례를 사회재난의 하나로 살펴보았으며, 일본은 1995년에 발생한 한신･이와이
대지진(고베 대지진) 사례 이후의 공동체 지원 정책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여 검토하
였다. 미국의 경우, 제도적 차원에서 재난의 범주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모호함이
있지만, 지역사회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위기로 다가왔을 때, 지역사회와 공공부
문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사회재난의 속성을
크게 반영하는 사례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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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사례 : 로체스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3)
① 지역현황
미국 로체스터시는 미국 동북부 뉴욕주에 있는 도시이다. 로체스터시는 1990년
대 초반 인구가 30만에서 2003년에 21만명으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도시 쇠퇴
현상을 경험한다. 로체스터시의 급격한 쇠퇴는 지역의 조선업이 쇠퇴하고 지역기업
인 코닥이 필름산업과 함께 쇠락하여 지역 경제가 황폐화되고 공동체가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제시된다.
로체스터시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도시를 10개 섹터로 구분
하고 각 섹터에 시민이 주도하는 섹터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들 위원회는 로체스터시
를 새롭게 구성하는 기초를 다지는 곳으로 이후 로체스터시 성공의 상징이 된 ‘마을
공동체를 가꾸는 이웃들(Neighbors Building Neighborhood: NHN) 프로그램
의 핵심으로 성장한다. 섹터위원회는 6개월 동안 주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기관들의 의견수렴, 마을 총회 등을 통하여 섹터별로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로체스터시 정부와 의회는 10개 섹터의 계획을 바탕으로
시 종합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년 6개월 동안 섹터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사업
을 주도하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시 정부는 예산 등을 지원해 주민참여를 촉진
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게 된다.
그 결과 로체스터시에는 빈민촌 아이들의 학력 개선을 위한 차터스쿨(자율형 공
립학교)가 설립되었고, 주민의 쉼터가 되는 수십 개의 작은 공원, 주민이 참여하는
동네 축제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버려진 집을 리모델링하고, 외부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커피숍, 상가, 호텔, 극장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가져오기
도 하였다.
②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로체스터시는 도시 내에 10개의 섹터마다 섹터위원회라는 주민 참여 조직을 만들

3) 미국 사례는 2016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세월호 피해 관련 안산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방안에 관한 연구｣, 한부영 외(2016)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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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10개의 섹터위원회에는 주민 7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사업 실행과정에서는
자원봉사자 7천 명을 비롯해 시민단체, 기업, 대학 등이 이 섹터위원회 주도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로체스터 공동체 전략의 상징이되 ‘마을공동체를 가꾸는 이웃들(NBN)’ 프로그램
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 시민단체, 종교기관, 기업, 학교, 재단과 각종
관공서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을 조직하여 그들이 스스로 자기 섹터의 비전, 전략,
활동을 계획하고(Action Plan) 그 계획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섹터위원회는 로체스터의 구역을 10개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섹터위원회에서 제시한 목표를 예로 들자면,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교육
을 받도록 한다’, ‘청소년들이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민↔경찰의 팀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을 바라보는
경찰이 되도록 한다’, ‘종교기관들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섹터 10의 다양
한 활동에 참여토록 한다’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각각의 섹터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은 실질적 주민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고민들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③ 시사점
로체스터시의 성과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과 도시를 재생시키
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며, 집행이나 평가과정에서의 단편적인 참여가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에 기초하여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다른 사례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실제 로체스터시에서는 섹터위원회 활동이 보다 효과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해 의견을 내고, 이웃마을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지원하였
으며, 도시계획을 직접 세우고 이를 진행하면, 시 정부가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훈련기회 부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와의 협업을 경험한 주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발적 주민 참여의 풀뿌리
자치마을이라는 토대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시민들은 시 정부의 일관되고 지배적인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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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라는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시 행정을 이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엘리트 중심의 행정가들의 독점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이 주도
하는 자치정부’, 다시 말해 ‘참여민주주의와 로컬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새로운 지역
으로 탈바꿈해나간 것으로 평가된다.

2) 일본 사례 : 일본 고베시 CS 고베 공동체지원센터 사례4)
① 지역현황
일본 고베시 CS 고베 공동체지원센터의 사례는 이후 일본 내 다른 사례에 큰
영향을 줄 만큼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공동체 중심의 기관 운영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CS 고베 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된 배경은 한신･아이와
대지진이라는 재난 상황을 경험한 이후 지역사회 재건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커뮤니티 형성의 도구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필요성이
증가한 것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볼 수 있다.
1995년 고베시와 한신 지역에서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은 해당 지역에서는
6,434명이 사망하고 24만 9180동의 주택이 피해를 보는 처참한 상황을 가져왔다.
특히 지진의 결과를 살펴보면, 도심지 내 노후화된 목조주택에 살던 고령자들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 대지진이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니라 고베시의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지역 문제가 지진 피해를 키운 보이지 않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의식은 향후 지진이라는 재난 대응과정에서 일차적
인 피해복구를 넘어서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활동에까지 이르게 하는 구체
적인 원동력으로 작동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인 활동들을 살펴보면, 1995년 지진 이후 NPO, NGO 단체들을
중심으로 구호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고베시 품앗이 네트워크가 출범되
는 성과를 가져왔다. 해당 조직들은 이후 가설 주택에서의 고독사가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자립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의

4) 일본 사례는 2020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 최인수(2020)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64∣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에 관한 연구

모색이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CS 고베 공동체지원센터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96
년 공동체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인 ‘커뮤니티 서포트센터 고베(CS고베)’ 형태로 발
족하게 된다.
②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CS 고베 공동체지원센터의 출발은 재난에 대한 구호작업에서 시작하였지만, 구
체적인 활동은 공동체 분야를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더하는 중간지원조직
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CS 고베 공동체지원센터는 2013년 NPO 조직으로 법인
격을 취득하였으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조사와 타운미팅 등을 통해 지역의
수요와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수요와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노동자공제 생활협동조합연합회, 시와야카 복지재단, WAC, 생
협, 지역기업, 상점가, 사회복지협의회, 지자체 등을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지역 중심
의 네트워크형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가꾸기 및 공동체복원사업을 아우
르는 마을 만들기 사업, 빙글빙글 발전소 사업 등 민간 주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블로그, https://m.blog.nave
r.com/PostView.nhn?blogId=sehub&logNo=221090676047&proxyRefere
r=&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CS 고베 공동체지원센터의 사례는 재난 이후 지역사회의 회복과 복원을 위해서
지역사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조직
화 과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고 지역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
해낸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CS 고베 공동체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수요와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의 사회자본을 매개로 지역사회 복원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재난･공동체와 회복력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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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CS 고베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발전모델

자료 : 최인수 외(2020)에서 재인용

③ 시사점
CS 고베 공동체지원센터 사례는 시민사회 주도의 중간지원조직 설립 사례로서
의미를 가지며, 하나의 시설 공간에 있지 않은 다양한 사회 단체 및 기관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의 사업에서 연계･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으로 도출된다. 고베의 사례는 지역
의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갖추고 재난 후 지역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 주도적인 운영방식이 아닌 민간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성과를 도출한 대표적 사례 제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향후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의 주체를 양성하는 사업이 중장기적으로는 그 자체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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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사례 : 안산시 공동체 프로그램 분석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과 관련해서 국내사례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안산시 공동체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안산시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4･16 세월호 참사가 앞서 재난에 관한 이론 및 제도적 차원에
서 제시해왔던 현대사회 재난의 속성과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는 속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세월호 참사는 참사 초기에는 명시적으로 사회재난의 성격을 가지지
만, 재난 수습 과정에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 정치적 갈등의 문제 등이 중첩되면서
복합재난의 성격으로 변화하였으며, 재난의 규모나 범위가 타 재난 대비 광범위하여
지역사회 전체 차원의 복원 노력이 필요한 사례로 파악된다. 또한 수습 과정에서
이차적으로 사회갈등을 야기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추가적 노력 차원으로도 공동체
정책이 추진된 측면도 고려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16 세월호 참사를 국내사례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 작게는 경기도와 안산시, 지역사회에 가지는 상징적 의미
도 고려되었다. 세월호 참사는 재난이 소수에 국한된 일이 아니며,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맥락으로 말미암아 실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내의
다른 어떤 재난 경험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체 정책이 투입된 사실도 공동체
정책이 재난 후 지역사회 복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의 사건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고,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 차원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제시한 후 그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평가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례분
석을 진행하였다.

1) 재난 사건 개요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세월호는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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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등학교 학생이 주요 구성원을 이루는 탑승인원 476명을 수용한 청해진해운
소속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으로 4월 16일 오전 8시 58분에 병풍도 북쪽 20km
인근에서 조난 신호를 보냈다. 2014년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으며,
이 사고로 시신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하였다. 침몰 사고 생존자
172명 중 절반 이상은 해양경찰보다 약 40분 늦게 도착한 어선 등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총 476명의 승선 인원 중 172명이 구조되
어 36.1%의 생존율을 기록했다.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
경은 2014년 4월 17일 긴급 브리핑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 선박직 승무원들
을 조사한 결과, 침몰 원인을 무리한 변침으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임을 알렸다.
이후 2014년 4월 19일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도 무리한 변침을 침몰 원인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후 2014년 5월 13일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세월
호의 침몰 원인은 복합적이다. 제시된 침몰 원인 중 주요한 것들을 나열하자면 선박
증축에 따른 복원성 부족문제, 최대 적재량의 2~3배에 이르는 화물 과적문제, 화물
고박(고정 결박) 불량, 선박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덜 채우는 대신 그 무게만
큼 화물을 더 실은 문제, 물살이 유난히 빠른 맹골수도에서 급격한 변침(항로 변경)
까지 한 상황문제 등이 언급된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는 다른 여러 원인에 대해
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적인 조사 및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2) 세월호 관련 공동체 프로그램 개요
① 추진 근거
구체적인 공동체 프로그램의 현황을 나열하기에 앞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공동체 프로그램이 추진된 법･제도적 추진 근거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인 사업의 추진 근거로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를 들 수 있다. 안산시는 해당 법률의
조항을 근거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단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1단계(2017-2019) 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대외적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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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2단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을 심의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안산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2단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시행 중에 있다.

[표 4-1] 세월호 관련 공동체 프로그램의 추진 근거
공동체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4.15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안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시행령 제28조(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지원･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31조 2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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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산시 공동체 프로그램 추진 현황
안산시 공동체 프로그램은 앞서 제시한 것처럼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1단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2020년에서 2022년에 이르기까지 2단계 프로그
램이 추가로 3년간 운영 중에 있다5).
우선 연도별로 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내용적 구성을 살펴보면, 2017년 공동
체 회복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정체성을 기반으로 공동체 회복과 피해 주민의 상처
치유를 도모. 지역사회 구성원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동체 인식을 확산,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마을문화 육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과 지역주민들 간 자연
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2018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세월호 공동체
프로그램의 추진에 있어서 고잔동, 선부동, 와동으로 대표되는 집중 피해지역을
넘어 안산시 전역으로 공동체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25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연계. 적극 참여주민 및 핵심활동 주체를 발굴해
공동체 회복의 지향점을 정립. 세월호 참사 피해 당사자이자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
년, 청년 공동체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
는 데 프로그램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2019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회복에 나서는 자생
력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1단계 회복 프로그램 3년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집중하는 시기였다. 이를 위해 세월호 가족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주민 간 교류협력, 1단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성과의 대내외
공론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다.
2단계 공동체 프로그램이 시작된 2020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회복력 있는
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상생 성과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생명안전공원 건립 이슈 장기화로 지역사회 갈등이
커짐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 간 소통 부재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5) 안산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한 내용은 정창기 외(2020: 44-45)의 내용을 발췌･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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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비영리 시민단체, 청소년, 청년 공동체 등 풀뿌리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이 선순환하는 성장구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주민주도 문제해결
을 위한 생활 밀착 정책 추진을 지향하였다.
1단계(2017-2019년)와 2단계(2020-2022년)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종합
적으로 살펴보자면,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진행한 1단계 공동체 회복 프로그
램은 공동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 시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정체성을 토대로 공동체 회복과 상처치유 도모’, ‘주민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공동체성 강화’, ‘회복 주체 발굴’ 등의 시도가 이루어진 시기로 파악
된다. 또한 고잔동, 와동, 선부동 등 집중 피해지역 중심에서 안산시 전역으로 공동
체 회복 활동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 시기이기도 하다. 안산시에서는 3년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통해 안산지역의 공동체 회복 사례를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단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안산시의 공동체 회복 추진 경험을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안산시는 2단계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가 지원을 통한 국내 최초의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을 정립하고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산시의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체계
를 구축하는 시도가 2020년 현재 2단계 프로그램의 형태로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단계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사회에 고착화 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세월호 참사 이후 일부 악화될 수 있었던 사회적 갈등을 최소
화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2단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작년도인
2020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서는 풀뿌리 조직 중심의 지역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고, 주민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생활 밀착 정책 시행을 추진하면서, 보다 공고
하게 지역사회 복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체계
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체계
안산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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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 과정에서
총 사업비는 약 50억 원으로 이는 국비 25억 원, 지방비 25억 원의 규모로 파악된다.
운영체계 차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중앙정부 및 안산시의 운영체계
에서 각 주체별 역할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4-2]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주체별 역할체계
구분

주요 역할

국무조정실

세월호 특별법 사업추진 총괄지원

행정안전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예산지원

안산시

세월호 참사 극복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마련. 이를 위해 희망마을사업추진단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사업실행기관으로, 안산시 자치행정과 공동체지원팀을
사업지원기관 설정

자료 : 최인수 외(2020)의 내용을 재정리

이와 같은 운영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자면, 중앙정부
와 안산시가 세월호 참사 극복 관련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안산시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할 사업실행기관 및 사업지원기관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행정조직인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과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
탁형 중간지원조직인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사업실행기관으로 움
직이며, 행정의 자치행정과 공동체지원팀은 사업지원조직으로서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안산시는 ‘살맛나는 포용
도시 대외확산 모델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이해와 포용(관계망 확충)’, ‘대외적 가치
확산(재난극복 모델 구축)’, ‘미래세대(성장기반 마련)’, ‘사회갈등 치유(치유활동가
양성)’, 그리고 ‘지속자립(역량강화)’이라는 5대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추진해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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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체계

자료 : 최인수 외(2020)에서 재인용

② 안산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성과
공동체 정책이라는 부문 특성상 정책의 산출물 이외에 운영성과를 정량적 혹은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방법론 차원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안산시 공동
체 회복 프로그램의 경우, 재난 이후라는 특수한 지역적 맥락과 중앙정부의 한시적
지원체계 등이 결합되면서 현재 수준에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성과를 단정적으
로 제시하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적절한 성과제시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보다 협소하게는 2017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이 운영된 이후의 운영성과를 정책의 산출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은
향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조정하는데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
호 참사를 경험한 2014년 이후 안산시와 지역단체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난 이후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말 기준 안산시 내 공동체사업 수행 단체는 총 30개이며, 안산시
내 곳곳에 산재된 채 약 112개의 공동체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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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동하는 단체와 해당 단체에서 참여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우리함께(23개),
쉼과 힘(22개), 온마음센터(15개), 안산생명센터(13개), 기억저장소(12개) 등이 10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15개 단체는 1개의 프로그램만을 진행
하고 있어 단체별 프로그램 운영 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된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체 사업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로 이웃관계증진
(35개), 416이해(31개), 피해자 일상생활 지원(25개), 정서적 지지(21개)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최인수 외, 2020).
안산시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정책의
산출물들을 정책설계 단계의 개념적 차원에서 세월호 이후 공동체 6대 이슈(이해와
포용, 치유회복, 지속자립성, 안전사회, 미래세대, 이미지전환), 5대 방향성(이해와
포용성 강화, 대외적 가치 확산, 미래세대 성장지원, 사회적 갈등치유, 지속자립
기반마련) 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4-3]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성과

자료 : 최인수 외(20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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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수준에서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객관적으로 타당한 방법론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추진 과정
상의 자기평가 등은 향후 개선방안 도출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최인수 외(2020)은 안산시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전체 다수의 기관이 협력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비중이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하지만, 물리적･공간적으로 주민과 세월호 유가족이 교류 및 소통
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실제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몇몇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 집중되면서 도리어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소수에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전체 지역사회에
대한 복원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역별･개별 단체별로 공동체 사업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인력
및 공간, 예산 측면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품질과 다양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인수 외(2020)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프로그램의 70% 가량
을 두 단체 이상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경우, 협력의 방식은 일회성 공동 행사의 개최 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협력이 구조화되는 데에는 한참 미흡한 성과로 보여진다.
세 번째, 공동체 사업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을 볼 때,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충실하
게 수행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최인수 외(2020)의 조사결과에 다르면 복지
(30.3%), 문화(25%), 돌봄(15.8%), 노동(15.8%)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내용
의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특별히 차별화되지 못하
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네 번째로 위의 프로그램 구성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활동 유형에
있어서도 몇몇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공동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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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주민참여형 성장활동이 35.5%, 재난극복회복활
동 26.3%, 주민소통 및 교류활동 14.5% 등으로 내용상 분류에서와 같이 다른 시민
활동 영역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못해 정책의 타당성에 문제제기로 나타날 수 있음
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이 피해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다양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사회통합이나 융합 등의 근본적인 정책목표 달성에
미흡한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많은 프로그램이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 오히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도 발견된다. 이러한 상황은 공동체 회복 프로
그램이 지역사회 내의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체별 프로그램 운영 수의 분포는 1개에서 18개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세월호 관련 단체의 운영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일부 한계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안산시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가지는 지역
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전체 지역사회의 통합
이나 복원이라는 목표 달성 차원에서는 다소 미흡한 결과로 제시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산시 사례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최인수 외(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평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안산시는 국내에서
는 최초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운영과정에서는 정책지향에 못 미치는 한계점들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의
상처가 남아있고,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체 지역사회 안에서의 사회적
합의 형성이 쉽지 않은 특성이 더욱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3년에 걸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과 4년차에 들어가는 기회를 부여받
고 있으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촉발된 다양한 공동체들이 사회통합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생산해내기에는 아직 이른 부분도 그러한 사회 갈등 요소가 완화되지
못하는 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4･16 세월호 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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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재난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사건으로 평가
될 수 있다. 또한 많은 부분에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재난, 사회적
참사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협소하게 피해자 지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
회의 통합과 복원이라는 의제를 도출해낸 것만으로도 하나의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안산시 세월호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례는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를 수
있으나,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을 꾀하는 첫 재난 극복 모델이라는 점에
서 그 자체로 정책적 가치를 가지는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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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 이후 온전한 지역사회의 회복을 위해 공동체 프로그램이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고, 그를 통하여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
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한다. 지금까지 재난과 재난 이후 피해복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재난 발생에 따른 일차적 대응과 협업체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재난은 사회가 가지는 복잡성 증대로 인하여 발생 빈도나
사회적 피해를 주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성격 역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재난의 경향은 그 피해가 재난 상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사회 관계망에 따라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등 재난의 개념 및 속성
등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역시 변화하는 재난의 개념 및 속성에 대응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수정해
나갈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 이후 지역사회의 범위를 확장
하고, 공동체 정책을 통하여 전체 지역사회가 이전 상태 혹은 이전보다 나은 상태로
복원될 필요성에 집중하여 논리를 전개하였다.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을 다루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개념에 집중하여 제2장의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개념은 재난, 공동체 그리고 재난･공동체와 결합되는 회복력의 개념이다.
재난은 학술적 개념이기보다는 제도적 차원의 용어로, 그 개념 및 유형을 정리하였
다. 이 부분에서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재난 개념 및 유형을 제시하고, 보다 확장된
차원에서 재난의 시간적 범위를 논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개념
및 유형에서는 공동체와 관련한 일반적 접근을 제시하고,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발현되고 변화해갈 수 있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검토 마지막 부분에서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유형이 어떠한 변화를 겪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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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를 제시해보았다. 모든 가상의 경로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재난이 공동
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경우, 새로운 소규모 공동체가 촉발되는 상황,
소모임 단계의 공동체들이 보다 공적인 형태로 전환되는 상황, 그리고 보다 지속가
능한 공동체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업체 형태로 변화되는 상황 등을 제시해보았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한 긍정적 시나리오 이외에도 재난이라는 상황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갈등이 촉발되거나 기존의 공동체들도 분열되
거나 와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어렵지 않게 예상해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공동체 정책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사회적
갈등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복원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때문에, 보다 긍정적 시나리오에 집중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다음으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그 정책적 가치를 조명하고 있는 회복력
(resilience)의 개념을 재난 및 공동체 분야에 적용하여 관련 개념 간의 접목 가능성
을 탐색하였다. 재난과 회복력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참사 등으로 발전하는 재난들이 보여주는 특징에 기인한다. 재난에 대비한 회복력
담론이 주는 시사점은 활동들이 일차적 피해에 대응하는 단기적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재난의 성격이 변화하고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그로 파생
되는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장기적 복원의 필요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드시 사회적 참사라는 형태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현대 사회의 재난이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사회적 갈등으로 진화되는 속성들을 고려한다면, 향후 재난에 대응
하는 공공부문의 역할 역시 그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 및
기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에 대한 핵심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이어 제3장에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재난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
다. 우선 미국, 일본 등의 재난 관련 주요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재난 대응 관련 공공부문의 체계와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는
지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의 다양하게 나타나는 재난 관련 지원정책 등 공공부문의
대응 체계가 가지는 타당성을 이해하고, 이후 이어지는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 차원
에서 국내의 재난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 제도적 기반을
탐색하는 부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과 경기도 차원의 재난 관련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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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는 목표 체계 속에서 전체 지역사회의 복원에 대한 중요성, 공동체 정책
의 적용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복원을 추진해온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선 국외 사례로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서술하였다. 특히 본 사례분석에서 살펴볼 미국과 일본의 경우, 1990년대 경험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한신･아와이 대지진(고베 대지진)이라는 두 차례의 큰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재난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무와 대응에서의 정책 전환을 한 걸음
더 먼저 고민해왔던 국가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재난 대응 사례,
특히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 관련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재난 이후 지역사회 복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계획하고, 기존의 정책 관점을
전환시키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에상하였다. 구체적인 국외 탐색
사례로는 미국과 일본에서 발생했던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 미국 로체스터시에서 발생한 급격한 지역쇠퇴 사례를
사회재난의 하나로 살펴보았으며, 일본은 1995년에 발생한 한신･이와이 대지진(고
베 대지진) 사례 이후의 공동체 지원 정책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국내사례로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수행된 안산시의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국내 재난 관련 대응 사례는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이나, 공동체 프로그램의 양과 질 등을 고려할
때,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의 노력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절한 사례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4･16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서 재난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많은 부분에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재난, 사회적 참사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협소하게 피해
자 지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과 복원이라는 의제를 도출해낸
것 만으로도 하나의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안산시 세월호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례는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를 수 있으나,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을 꾀하는 첫 재난 극복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책적 가치를 가지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요약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재난 대응에 있어 공공부문의
책무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내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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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대한 답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는 재난의 속성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공공부문의 책임성 역시 그에 맞추어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제를 본 연구에서는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의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에 이어지는 정책제안에서 본 연구는 앞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대응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확장, 공동체 정책 도구의
다양화 등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재난 대응에 있어 정책의 전환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이 보다 지역사회의
온전한 복원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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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제안
본 연구에서는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전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잦아지고, 사회 자체가 가지는 복잡성이 커지는
등 전통적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재난의 양상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재난은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같이 그 성격이 매우 명료하고 단순하기보다 다수의
속성이 결합된 복합재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복합재난의 경우 피해
의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인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또한 현대 사회가 가지는 관계
망의 복잡성은 이와 같은 재난의 일차적 피해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사회 여러 부분
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속화시키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재난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일차적 피해 복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사회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의 복원 등을 목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재난 관련
대응체계 혹은 재난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
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재난 개념의 확장 및 공공의 대응 강화에 있어 공동체
정책을 통한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복원이라는 관점에 집중하여, 관련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재난대응과 관련한 세 가지 차원의 정책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재난 대응의 시간적 범위 확장
재난의 개념 및 유형을 정리하면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재난
을 떠올릴 때 재난이 발생한 시점을 중심으로 관련 사건을 인지한다. 공공부문 역시
재난 대응 관련 법제나 지원시스템을 검토해보면, 상당히 많은 공공자원이 재난이
발생하는 당시에 초점을 두고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John C.
Mutter(2015)가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난은 기본적으로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John C. Mutter(2015)는 재난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데, 각각의 단계는 재난 전 단계, 재난 단계, 재난 후 단계 등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재난을 언급하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실제 재난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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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의 단기적 전후 상황만을 제한적으로 재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재난 예방 역시 주요한 정책 분야로 떠오르면서 비교적 재난 전 단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의 두 단계에 대비하여 재난
후 단계는 재난으로 인한 일차적 피해가 복구되는 시점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공공부문의 역할도 급격하게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하지만 복합재난이 가지는 재난의 복잡성, 재난으로 인한 이차적 문제로 사회
갈등 등의 발생,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한 재난의 장기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재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기를 더해주려는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의 온전한 복원이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 온전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재난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그리고 공공부문
의 관점이 보다 장기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물론 세부적으로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개별 사안별로 추진과정의 어려움
이 존재할 수 있다. ‘어떠한 재난을 공동체 정책과 연계시킬 것인가?’, ‘제한된 자원
속에서 공공부문 지원의 기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기존의 공동체 정책과의
중복성이나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등이 대표적으로 제시
될 수 있는 문제들로 파악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 발생하는 다수의 재난
속에서 우리 사회가 퇴보하지 않고, 재난이나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원되고 이전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일 것이라는 점이다.

2) 재난 대응의 공간적 범위 확장
‘재난 대응 시간적 범위의 확장’은 재난을 바라보는 시간적 개념을 보다 장기적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간 개념의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시간이 아닌
공간적 차원에서 재난의 범위 확장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다만 공간적 범위의
확장 역시 출발하게 된 문제 의식은 동일하다. 최근 발생하는 재난의 피해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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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재난 상황 자체가 장기화되면서
이차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재난
으로 야기된 사회문제는 고스란히 지역사회가 떠안게 되며,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주민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이러한
부정적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전략으로서 재난 대응의 공간적 범위를 협소한
피해자 중심에서 혹은 피해자 집중 지역에서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재난 대응의 공간적 범위 확장은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적용하는 기준으로 재난 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지원, 물리적인 지원
을 전체 지역사회에 무분별하게 지원하자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일차적, 물리적
피해, 구체적으로 산출 가능한 재산상의 피해 등은 일차적 피해복구의 원칙에 따라
해당 피해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재난 이후 지역
사회 복원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공동체 정책을 통해 이전의 지역사회가 가지는
활력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관련 정책은 피해자 중심으로 협소하게 전개되는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난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확산하는데
있어서는 개념상 높은 유인구조를 가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자체로 높은
상호작용의 빈도가 구조화되고, 지역 안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공동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통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회 요소들이
정책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구조화된다면, 재난 이후 지역사회 복원의 속도
를 증대시키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관련 이해관계가 형성된다
면 기회 요인만큼이나 급격하게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작동하여 사회적 갈등을 촉발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공동체 정책 도구의 다양화
마지막으로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전환 의제로 공동체 정책 도구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국내사례에서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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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프로그램들이 재난 이후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화되는
상황은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개념상으로
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통합 효과를 기대해보지만, 실제 공동체 정책의
산출물을 살펴보면 기존의 일반적인 공동체 정책들과 큰 차별성이 없는 체험활동
중심의 일회성 활동, 주민의 주체성에 기반하기 보다는 몇몇 주체의 행사성 사업,
특별히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문화행사 등 큰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
운 정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제시한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공동체 사업들도 공동체 활동의 참여
경험이 적은 일반 주민의 관심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사회 복원,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사회통합 등의 기대효과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공동체 정책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행사 등과 같은 일회성 사업에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 모임 지원, 재난 이후 발생한 지역적 자산에 대한 아카이빙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산화 사업, 공공부문의 지원없이 보다 지속
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끌어가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공동체 정책들이 고민되고 만들어질 때 더 많은, 더 다양한 주민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지역사회 복원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정책
도구의 다양화는 정책 기술적 차원에서는 정책의 내용과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하자
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양한 주민의 수요를 고려한다면, 보다 다양한 주민들
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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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ases where community
programs are applied to restore the entire community after a disaster,
and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of community policies. Recent
disasters are not limited to a single point in time, but have a wide range
of effects. As the concept and nature of disasters change, the public
sector also faces the need to modify its roles and functions in responding
to disasters.
In response to these backgrounds,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s
of disaster, community, and resilience. The three concepts are
understood to b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The convergence of the
three themes seems to be able to provide implications related to
community restoration after disasters. In addition, overseas case analysis
looked at overseas cases where community-level disaster response was
reviewed before Korea. Also, as a domestic case, a series of community
policies promoted in the Ansan region in relation to the Sewol ferry
disaster were also analyz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restore the entire community
through community policies after disasters. In the future, the policy base
for disaster response needs to go beyond a fragmentary approach and
aim for restoration and integration at the level of the entir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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