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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L IC Y
PRO PO SAL

정책건의

방재비축물자 품목 및 수량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관리자원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경기도는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을 계기로 이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광역방재거점센터와 지역별 방재비축창고를 설치하여 전국 최초로
방재비축물자를 관리하고 재난발생시 지원 대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방재비축물자는 2016년 11월 경기도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설치된 관계로 주로 대규모 지진 대비 비축물자로 구성되며, 이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재난에 대응한 비축물자를 추가로 비축하여 지원하고 있음
또한, 광역방재거점센터는 방재비축물자뿐만 아니라 재간 관련 부서 간 통합
이용시설로 소방재난물품, 재난구호물품, 질병 관련 물품 등을 함께 비축하고
있음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자원의 보관, 수급, 지원, 관리 등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종합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매년 수정 보완사항을 연동
하여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재난에 대한 과거이력 및 신규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방재비축물자의 품목 및 수량을 관리해야 함

방재비축창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군의 소규모 재난 지원 및 입지 근접성
과 밀접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해당 시･군에서 운영
방재비축창고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에서 시･군별로 비축창고를
설치하고 물자를 비축･관리함
시･군에서 대응 가능한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자체 비축 중인 물자를 활용해
대응하지만,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양한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 중인 거점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방재비축창고의 활용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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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유사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원활한 대응을 위해 방채비축창고
를 유지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
따라서 재난발생시 가장 인접한 방재비축창고의 물자를 지원하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상시 시･군의 일반적인 재난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시･군의 평시 일반적인 재난물자를 비축가능하도록 하여 방재비축창
고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시군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함

방재비축물자 관리업무가 3개 팀에 분산 관리되어 업무의 비효율성
을 발생시키므로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
최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재난관리자원 업무의
통합 및 조직화, 효율화, 민간 물류체계 활용, 재난관리종합계획 수립, 재난
관리 전담인력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국회에서 입법 발의됨(2021.2.16.)
재난관리자원 업무는 현재 재난대비 자원관리, 비축물자 관리, 재난구호물
자 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3개 팀에 분산 관리함
- 재난대비 자원관리 업무는 자연재난복구팀, 비축물자관리 업무는 지진방재팀,
재난구호물자관리 업무는 자연재난예방팀에서 관리
- 재난관리자원의 분산 관리로 인한 통계상 불일치, 계획체계 중복, 재난물자 확보 및 유지･관
리에 어려움 발생

재난관리자원팀을 신설하여 재난관리자원 종합계획수립, 재난대비자원관리, 방
재비축물자관리, 재난구호물자관리 등의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방재비축물자 관리 및 운영 용역 방식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현재의 용역
방식이 신축 운영 보다 효율적임
현행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의 시설 운영 용역
- 3년간(2019∼2021) 시설관리 및 보안에 따른 연평균 용역비 6억 4,075만원

광역거점센터 신축과 관련한 계획 및 타당성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구상이라는
용역연구를 통해 구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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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거점센터 신축과 임차용역에 따른 비교분석
현행 시설규모와 용역계약에 대한 단순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신축 운영시 비용
을 단순 추산함
- 신축 관련 설립 타당성은 입지와 총예산 규모가 설정된 후 기본계획구상 용역을 통해 추정하
는 것이 바람직함

광역방재거점센터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비용
- 임차･관리 유지비: 3개년 연평균 기초, 20년 용역비용은 약 109억 5,943만원으로 추산됨
･ 3개년 연평균 5억 4,800만원(비축창고 관리 부분 공제 후)
- 신축 운영 예상 비용: 초기 투자비용 및 20년 운영비용은 약 181억 2,450만원으로 추산됨
･ 초기 투자비용 119억 8,550만원 + 관리운영비 61억 3,900만원

광역방재거점센터에 대한 용역(시설임대관리) 및 신축의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시설
임차
(용역)

Ÿ 신축보다 경제성 비교 우위
Ÿ 비축물자 보관량에 따라 탄력적(확대, 축
소) 계약 운영 가능
Ÿ 행정적 업무량 절감
Ÿ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조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
Ÿ 민간의 대규모 인력과 장비 활용 가능
Ÿ 업체 간 경쟁으로 비용 절감 및 운영 서비스
질 향상

Ÿ 계약업체 교체에 따른 보관장소 변동으
로 안정적 관리 운영 미흡
Ÿ 잦은 이동으로 인한 보관 물품 파손
우려
Ÿ 매년 시설임대 및 관리비 부담

신축
직영

Ÿ 비축창고 위치고정으로 비축물자의 체계적
이고 안정적 운영
Ÿ 도 재난수습부서와 공동 활용 용이
Ÿ 신규인력 채용 등을 통한 자체 전문가 양성
가능
Ÿ 시군 등 재난자원 관리 공무원의 교육 장소
등으로 활용

Ÿ 초기 대규모 예산 확보 필요
Ÿ 신규 인력 및 기본운영 경비 필요
Ÿ 민간에 비해 물류체계에 대한 전문성과
관리능력 미약
Ÿ 민간 전문 인력 및 장비 활용 한계
Ÿ 보관물량 초과 시, 신규창고 확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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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경기도, 전국 최초 재난대비 ‘광역방재 거점센터’ 설치
현재 경기도는 여주시 대신면에 3,388㎡(사무실 등 부대시설 포함) 규모
를 갖춘 광역방재 거점센터를 운영함
- 2016년 11월, 경기도가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진 등 재난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 보호구 세트 등 구조 및 구급, 복구지원, 생활지원 분야의
방역물품 등을 비축하기 위함임1)
- 초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3,170㎡ 규모를 갖춘 동부권 광역방재 거점센터를 마련하여
2018년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나 2021년 1월 창고를 이전하여 현재 위치에서 운영함
- 방역거점센터는 1,900파렛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대 3,200파렛트까지 사용
가능하며, 관리운영은 물류전문업체 용역계약(L사)을 통해 실시함
- 방역비축창고는 31개 시･군에 총 60곳을 운영 중이며, 총 면적은 2,509㎡으로
구조･구급장비 및 복구･생활지원물품 총 58개 품목, 178천개를 보관하고 있음

2018년 이후 현재까지 51회에 걸쳐 비축물자 지원
태풍과 집중호우, 메르스, ASF,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51회에 걸쳐 54
개 품목 278,494개의 비축물자를 지원함
- 2018년 태풍 ‘야기’, 집중호우, 메르스 등 5회, 10개 품목, 81,791개
- 2019년 태풍 ‘링링, 미탁’, ASF. 한파 등 5회, 19개 품목, 9,020개
- 2020년 코로나19, 장마, 집중호우 등 41회, 20개 품목, 187,683개

1) 경기도청 보도자료(2018.4.26.), ｢도, 전국최초 재난대비 물품 17만점 비축한 ‘광역방재 거점센터’ 설치｣

제1장 서론∣3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
행정안전부는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의 세부 과제로 ICT 기술을 도입
한 재난관리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
리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14개 시･도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
- 초기 경기도는 지원대상에 미포함되었으나,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으며, 거점센터 운영 및 비축창고 개조와 신축에 사용될 계획임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은 공급망･입출고･재고 및 운송현황 등을 실시
간 추적･관리됨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이 적시‧적소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등 관리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것으로 전망됨

2) 연구의 목적
경기도 광역방재 비축물자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재난 발생시 신속한 구조와 구급, 복구를 위해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
창고의 관리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 및 분석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자 함
- 첫째, 분석을 기초로 광역방재거점센터와 방재비축창고의 역할분담 및 효율적 관리방안
도출
- 둘째, 방재비축물자에 대한 관리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조직 및 인력 효율화 방안 모색
- 셋쩨, 방재비축물자관리 시설 및 운용에 대해 현재 임대위탁관리방식에 대한 검토와 방재
거점센터의 신축 및 직접관리 운영방식의 비용, 관리 효율화 등 장･단점 분석 제시
- 따라서 선행연구 및 실태분석을 통해 방재비축물자 품목 및 수량의 체계적 관리 유의점,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 방재비축물자 관리의 일원화
방안, 현행 임대위탁관리와 신축관리 운용 비교분석 등을 제시함

2) “행안부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혁신한다(재난자원관리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07.31.).

4∣경기도 광역방재 비축물자 관리 운영 효율화 방안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
-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함

내용적 범위
-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재난의 특성과 관리체계를 검토하고, 광역방재 비축물자의 의의 및
필요성을 확인함
- 경기도 광역방재 비축물자 관리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 최근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여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쟁점 사항으로 방재비축물자 품목 및 수량의 체계적 관리,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의 역할 분담, 방재비축물자 관리의 일원화, 현행 임대위탁관리에 대한 비용
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 등

연구 방법
문헌연구
- 학술논문, 학술서적 등을 통한 문헌분석

통계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
- 각종 재난 관련 통계자료와 관리 운영 실태 분석 및 현장 방문 조사 실시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자문
-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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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방재 비축물자의 의의 및 필요성
1.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재난의 정의와 특성
(1) 재난의 정의와 범주
재난에 대한 정의는 크게 법적･제도적 정의와 학술적 정의로 구분됨
- 학문적 차원에서 정의는 재난의 사례 또는 인간의 인지 수준, 또는 건축･교통･설계 등
재난이 발생 될 가능성이 있거나 재난을 관리해야 하는 내용을 연구하는 학문 분과에서
특정 대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정의됨
- 국내에서도 재난 사례 분석,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 국가 안전
대 진단, 안전 평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다차원적인 정의가 이루어졌음

구체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음
- 이경희(1999)는 재난을 인간의 생명이나 재산이 비정상적인 자연현상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피해를 받는 경우라고 정의함
- 정기성(2001)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에 대한 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위협
받는 상태 또는 이러한 상태를 발생시킨 사고라고 정의함
- 김종성(2008)은 인간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자연현상과 사회기반을 마비시
키는 상태를 초래한 상황 또는 사고라고 정의함
- 채은경･정남숙(2014)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함
- 재난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아직 학자들 간에 완전하게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윤종설, 2011)

국가마다 다양한 기준 등에 의해 재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는데 미국, 일본,
UN은 다음과 같이 재난을 정의함
- 미국의 연방 재난관리청에서는 인간의 재산 손실, 또는 사망이나 상해 등을 야기하고

제2장 광역방재 비축물자의 의의 및 필요성∣9

일상적인 기능이나 정부의 지원으로는 관리 불가능한 수준의 심각한 사건으로 정의함
- 일본 재해대책법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재난 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명시하고 있는데 대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등 사회 재난을 모두 재난의
범주에 포함함
- UN에서는 사회 내 일부 조직이나 특정 지역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능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예측 불가능한 대규모의 사건･사고라고 정의함
[표 2-1] 재난의 개념
구분

재난의 개념

미국
연방재난
관리청
(FEMA)

Ÿ 인간 재산의 손실, 또는 사망이나 상해 등을 야기하고 일상적인 기능이나 정부
의 지원으로는 관리 불가능한 수준의 대규모의 심각한 사건
Ÿ 예측 불가능하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나 민간부문에서
신속하게 복구에 임하고자 할 때에 체계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건

일본 재해대
책법
제2조 1항

Ÿ 태풍, 홍수, 호우, 지진, 해일, 폭염‧폭설, 화산폭발, 쓰나미, 그 밖의 자연현상
Ÿ 대규모의 화재, 폭발, 기타 원인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해

유엔개발
계획
(UNDP)

Ÿ 사회 내 일부 조직이나 특정 지역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능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예측 불가능하고 대규모의 사건‧사고
Ÿ 피해를 입은 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는 해결될 수 없고 정상적인 역량만으로
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생명과 재산, 생활수단 및 사회간접
시설 등에 피해를 야기하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

자료: 채은경･정남숙(2014), 이환범･김기형･진종순(2017), 행정안전부(2017), 이정철･황휘욱(2019) 참조 및 재구성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초해 재난에 대한 정의가 명시됨
- 재난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재난이
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임
- 재난의 범위를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재난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라고 정의함

법 및 제도 그리고 학문적인 내용을 종합해 재난을 정의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위협을 가하고, 조직, 공동체, 국가 등을 와해할 만한 외부적
사건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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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종류 및 유형에 대한 정의도 매우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음
재난의 종류를 유형화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Jones(1993)의 재난 유형 구
분이 있음
- Jones(1993)는 재난을 자연재난, 준 자연재난, 인위재난으로 분류하고, 자연재난에는
다시 지구물리학적 재난과 생물학적 재난으로 구분함
- 지구물리학적 재난에는 기상학적 재난, 지형학적 재난, 지질학적 재난이 포함되며, 생물학
적 재난에는 유독성의 동식물, 세균질병, 감염병 등이 포함됨
- 준 자연재난에는 스모그, 지구온난화, 사막화 현상 등이 포함되고, 인위재난에는 교통사고,
광화학연무, 공해, 폭동 등이 포함됨
[표 2-2] 재난의 유형
분류

자연재난

재난의 유형
지구
물리학적
재난
생물학적
재난

준 자연재난
인위재난

기상학적 재난

폭설, 태풍, 해일, 안개, 벼락‧돌풍 등

지형학적 재난

염수 토양, 산사태, 모래 둑 이동 등

지질학적 재난

지진, 쓰나미, 화산 촉발 등

유독성의 동식물, 세균질병 및 감염병 등

스모그 현상, 지구온난화, 사막화 현상, 염수화 현상, 눈사태 등
교통사고, 광화학 연무, 공해, 폭동, 태업, 전쟁 등

자료: 송윤석(2009), 채은경･정남숙(2019).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재난의 유형을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2년에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적도 있음
지금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인적재난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음
- 인적재난에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해난･유도선사고
등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표2-4]과 같이 분류하기도 하였음
제2장 광역방재 비축물자의 의의 및 필요성∣11

[표 2-3]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유형별 재난의 형태
재난 유형

재난 형태

자연재해

Ÿ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Ÿ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표 2-4] 2002년 재난유형별 특성 비교
구분

자연재난

인적재난

발생과정

돌발적

돌발적

발생강도

강력함

강력함

피해가시성

대개 환경변화

가시적 손상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예측가능성

과거 경험을 통해 예측 가능

새로운 유형의 재난 등장으로 예측
가능성 매우 낮음

통제가능성

통제 불가, 예방, 대비 위주

우연이나 실수를 제외하고 통제
가능

주로 광범위

주로 국소적

대개 재난의 희생자

자신감의 상실과 불신으로 희생되지
않은 사람도 영향

비교적 단기

매우 단기 또는 장기

지역적영향범위
인적영향범위
영향지속성

자료 : 국민안전처(2016), 윤종설(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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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여건에 따라 재난의
범주도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왔음
과거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서 산업화 이전에는 주로 지진, 홍수,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난을 포괄하는 의미
로 사용함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경제수준의 발달과 사회문화 다변화 등으로 인해 인적재
난을 포함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가 자연재난을 상회하게 되었음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
- 미국은 당초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는 주로 자연재난에 초점을 두었으나 9.11테러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자연재난에 치중되어 있는 관리 시스템을 사회재난으로까지 확대 개편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국토안보전략 및 국토안보법이 2002년에 마련되었고, 2003년에
들어서 국토안보부가 설치된 바 있음
- 일본은 지역적인 특성상 자연재해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국가로서 재난관리를
종합한 기본법인 재해대책 법률 따라 재난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구조 및 구호 정책이 강화되는 형태로 개선되었음

(2) 재난의 특성
재난의 발생, 진행 및 발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이상팔, 1996; 이병기･고경훈, 2018)
첫째, 재난은 통제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재난은 기존의 시스템이나 인력 등을 활용해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발생시킴

둘째, 제반 모든 분야에서 급진적 변화를 유발함
- 재난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직면하기 싫어하는 상황으로써 즉각적이고 돌발적이며, 대응할
여건과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 사회를 구성하는 제반 여건, 문화, 규범, 제도, 가치, 관계,
신뢰 등을 변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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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난은 관리되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함
- 새롭게 직면한 재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재난을 치유하는 과정으로부터 학습을 통해 예방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될 경우, 기존에 발생한 재난과 유사한 유형의 재난은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음

넷째, 재난의 발생 범위는 무한적임
- 재난은 언제 어느 곳에서 한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나타나는
피해 역시 무제약적으로 확대되는 성향을 가짐
- 즉, 재난은 시간과 공간,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발생함

다섯째, 재난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연계를 통해 발생함
- 재난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 재난은 그 원인이 단일적이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예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
-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개인 간, 지역 간, 공동체 간의 관계까지 포함함

여섯째, 재난은 불확실성이 있음
- 불확실성을 갖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형 재난이 다수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한편 불확실성은 자칫 능률주의적 행정관에 밀려 재난관련 조직, 재난관리자원의 축소를
유발할 수 있으나 능률에 입각한 대응은 재난의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의
재난대응 전략으로는 타당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재난은 일정 부분 규칙을 가짐
- 재난은 불확실성을 갖고 갑작스럽다는 특성을 가지나 인재일 경우는 일정한 공식을 가짐
- 특정 대형 재난이 발생되기 이전에 해당 사고와 연관된 수많은 경미와 사고 징후들이
1(사망 또는 중상) : 29(경상) : 300(무상해 사고)번 발생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그 대표적
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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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고도화에 따른 재난의 특성과 대응의 고도화
재난의 특성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크게 구분됨
자연재해는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책이 경험되고 학습되는 과정을 통해 사회재
난에 비해 관리 시스템이 보다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받음
-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은 4계절 변화가 뚜렷한 한국의 특성상 사전 방비 가능성이 상대적으
로 사회재난에 비해 높다고 평가받음

그런데 매우 압축적인 고도의 기술적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일상적인 자연
재난과 더불어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과거 경험하지 못했거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을 통합해 사회재난이라 함
행정안전부에서는 사회재난 관리체계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재난을 보다 구체
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라 규정하고 있음

사회재난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편익에 대한 비용의 특성을 가짐
-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활동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산업 분야에서의 생산 및 유통과정
을 혁신시켰으며,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크게 향상 시켰음
- 특히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과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의 발달은 인간의 건강을 증진
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등 인류복지에 큰 기여를 했으며, 인간이 과거에 존재했던 많은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류의 기술진보는 인간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기술의 발달은 원시시대부터 인간이 겪어왔던 위험으로부터 해방을 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보다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위험을 만들어 옴(김영평 외, 199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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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은 기술발전에 따른 위험성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됨
이로써, 기술발전의 편익과 새로운 기술을 통해 이를 제고 또는 축소･완화 시키
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을 발생시키게 됨
- 즉, 사회재난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술의 수용성과 사회적 신뢰, 합의의 문제로까지 확산됨

이러한 사회재난의 특성은 향후 논의하게 될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논리를 형성한다는 맥락에서 매우 중요함

이하에서는 사회재난의 특성을 위험과 연계하여 제시하고자 함
위험3)이란 불확실성(uncertainty)4)으로 정의되며, 사회재난의 특성이 바로 불
확실성에 있다는 점은 여기에 근간함
-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를 미리 확실하게 안다면 그것은 리스크가 아니라 손익의 개념에
해당함(김영평외, 2000: 44)
- 그리고 기술적인 위험은 인간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재해로서 산업사회의 기술발
달과 더불어 나타난 재해 혹은 위험을 말함(Kasperson, 1987)

사회적 재난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은 다양한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음(W.D. Rowe, 279; H. Summala, 1986: 281-283; 김영
평, 1995: 941)
① 개인이나 집단의 자의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 또는 행동을 선택하거나 타의에
의해서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자발적(voluntary) 위험과 비자발적
(involuntary)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② 위험에 따른 결과가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일상
적(ordinary) 위험과 재앙적인(catastrophic) 위험으로 분류될 수 있음

3) Committee on Risk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1989)의 정의에
따르면 Hazard(위해)는 인간에게 잠재적 harm(피해)를 미치는 행동 또는 현상을 말함. harm은 hazard로부터 발생되
는 것으로서 hazard보다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이며, Risk는 위해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현실화 될 수 있는
확률 즉 hazard에 대한 양적인 수준을 말함.
4) 재난은 항상 불확실성을 갖음. 우리는 어떤 위험요인이 어떤 위험 또는 사고, 재난 등을 유발하게 될 것인지를 알
수는 있지만 그 위험이 언제 어떤 규모와 강도로 어떻게 발생하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없음(김영평외, 199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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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한 행위를 했거나 상황에 노출된 후 이에 따른 효과의 현실화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즉시적인(immediate) 위험과 지연되는(delayed) 위험으로 구분
될 수 있음
④ 개인이나 집단이 위험에 노출되는 유형에 따라 지속적인(continuous) 위험과
간헐적인(occasional) 위험으로 구분됨
⑤ 위험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인위적으로 통제 가능한(control) 경우와 통제
불가능한(uncontrol) 경우로 대변될 수 있음
⑥ 위험은 과거에 발생했거나 사람들에 의해 경험되었던 친숙한(old) 위험과 처음
발생하거나 경험되지 않았던 낯선(new) 위험으로 구분될 수 있음
⑦ 위험한 행위를 선택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데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이
익이 명확한(clear) 위험과 이익이 불분명한(unclear) 위험이 있음
⑧ 그리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개인이 생활함에 필요하므로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와 위험을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개인의 기호, 취향, 취미에
의해서 위험을 즐기는 경우가 있음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위험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기술위험의 특성과 유사함
사회재난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갖은 기술위험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존재함
- 기술위험은 대부분 생소한 위험이 대부분으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은 낯설어 그 재난 발생의 원인을 확인하기가 어려움
- 재난 발생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재난에 따른 위험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정확히
예상하지 못함으로 예방조치와 대응 방안을 강구 함에 있어 한계에 직면하게 됨
- 결국, 사회재난 발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기술위험은 생소하여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며,
무해함(harmlessness)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됨(김영평외, 1994: 17;
Zimmerman, 1985)

사회재난은 한두 가지의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특성을 갖지 않고 다양한 기술들
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광범위한 위험으로 진행됨(Wynne, 1980)
사회재난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만약 재난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비가역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임(김영평 외, 199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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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반기기보다는 먼저 불신을 한번 한
뒤 받아들이려는 특성을 갖게 됨

그리고 기술위험은 그것을 사회에 도입하는 주체와 그것을 수용하려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위험수용의 문제는 누가 얼마나 큰 위험을 어떠한 조건 아래
받아 들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동반함(소영진, 2000)

사회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위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Keeny, 1995)
첫째,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앞으로도 자유로워질 수 없음.
재난의 발생수준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완화되더라도 천재지변이 완전히 사라
지는 것은 아님
둘째, 현존하고 있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이용하는 과정
에서도 새로운 위험의 발생가능성은 항상 존재함
셋째, 개인이 태어나서 평생 경험하는 모든 위험은 줄어들지 않으며, 단지 위험
의 원인과 시간만 변화하는 즉, 위험이 전환될 뿐임
다섯째, 위험 문제를 둘러싼 경제적 비용과 생명의 상실은 상충관계에 있음.
즉, 개인의 생명을 보다 연장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하므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게 됨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양태는 매우 복잡해지고 재난을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신속하기 대응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재
난 관리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경기도 광역 방재거점센터의 구축과 방재 물품의 적정량 확보는 바로 재난의
특성에 대응하여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가장 만족할만한 수준의 대응책
을 마련한다는 재난관리적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재난은 중앙집중적 대응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을 필요로 함
-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현장에서 구난･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책임자가 없었다는 점은
우리 재난구조 역사상 가장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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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재난에 대한 정책 결정 모두를 기초자치단체에 줄 경우, 우리나라에서처럼 기초자
치단체가 매우 작고 4면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인접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지리적 범위
를 벗어나는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보다 광역적인 맥락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2) 선행연구 및 주요 쟁점
(1) 선행연구의 검토
재난 또는 관리를 주제로 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연구는 법, 행정, 정책, 건설, 소방, 토목, 철도, 해운, 교통공학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음
- 행정, 정책, 소방 등의 학문에서는 주로 재난관리 시스템, 위기관리 시스템, 정부간 관계에
서 재난 시스템, 민간과의 관계에서 재난 시스템, 해외 국가와의 비교 등을 통한 체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교통, 철도, 해운, 토목 등의 분야에서는 특정 분야별 방재, 재난관리 구획 조정,
재난관리 계획 마련, 신규 건축물, 토목시설 건설시 방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
- 연구 분석 방법으로는 사례연구와 비교 분석 연구 그리고 설문분석 및 전문가인터뷰 등의
방법 등을 활용하였음

그러나 재난을 주제로한 수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 재난에 대비, 대응한 비
축을 주제로한 연구는 매우 소수임
- 국내연구로는 이운(2020), 김영주(2020), 장대원외(2020), 김준하･김태헌･정재욱(2020),
정우영･이창희･장대원(2013) 등의 연구가 유일함

한편 재난 대응과 관련 물품, 물자를 포함한 연구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구
호 시스템의 범위 내에서의 연구가 대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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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과 재난구호는 차이점과 유사점을 동시에 가짐
물품 관리의 목적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음
- 재난관리자원은 주로 재난 및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및 재해의 발전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자원을 관리함
- 재해구호는 재난 및 재해로 인해 발생된 이재민 등에 대한 신속한 구난, 구호를
위해 물자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는 것은
동일하나 물품 관리의 목적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음

관련 근거에서도 차이를 보임
- 재난관리자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재해구호는 ｢재해구호법｣
에 그 근거를 둠
-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서도 자치단체의 역할로 재해구호를 포함 시키고는
있으나 재해구호 물품 등에 대한 관리 등은 ｢재해구호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음

법령 차이에 따라 각각에 대한 정의가 다름
- 재난관리자원은 “각종 재난의 수습 활동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원”으로 정의되며, 포대
류, 묶음줄 등 수방자재, 시멘트, 철근, 하수관 등 건설자재, 전기, 통신, 수도용 기자재,
자재, 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건설장비(불도저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양수기 등), 손전등, 축전지, 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해 필요한 소형장비 등이
포함됨
- 재해구호 물자는 재난에 의해 발생된 이재민에 대한 지원 물품으로 임시주거시설, 급식이
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등이 포함됨

그러나 비록 그 대상과 물품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재난에 대응한 장비 또는
물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대안의 마련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하에서는 선행연구를 방재 및 재난관리자원을 주제로 한 연구와 재해구호 및
물품을 주제로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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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구호 시스템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연구
서정표･조원철(2013), “우리나라의 재해구호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재해구호법｣에 근거한 재해구호 실태를 법･제도적 측면, 재정적 측면, 물자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음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물자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데 물자 관리적 측면
에서의 문제점으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① 재해구호 물자를 세트 중심으로 인력에 의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호물자의 현황파악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② 우리나라의 재해 구호물자는 구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 및 물자관리 부실이 우려됨
③ 2010년에 마련된 비축기준에 침수 정보가 반영되어있지 않아 최근의 재난 실태에 맞추어
현행화가 필요함
④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 시스템 미구축
⑤ 구호물자 위탁사업 범위 한정
⑥ 재해구호물자의 법적인 정의 부재

이와 관련해 재해구호물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미국은 정부와 단체 간의 구호물자 정보공유 체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호물자의
수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원활한 구호물자 공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고 있어
이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
② 미국과 일본과 같이 민간과 협력 필요함
-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EOC의 물류부가 중심이 되고, 민간차원에서는 미국적십자사가
중심이 되어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이 전달됨
- 일본도 국가책임으로 구호물자가 관리되는데, 이재민 생필품 지원에 대해서는 일본적십
자사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고 있음
③ 침수정보 반영, 비축기준 합리적 개선
④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⑤ 구호물자 위탁사업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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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재해구호물자의 법적인 정의 신설

이 연구는 재해구호물품의 관리 및 운영상 발생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
고, 이에 따른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기도 광역방재비축창고 운영 방식
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가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서정표･조원철(2014), “자연재해 구호물자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효과분석”
현장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사무실에서 다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입력하는 체계인 구호물자의 관
리와 배분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RFID의 활용 방안을 제시함
이 연구에서는 구호물자의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음
① 구호물자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곤란
-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구호물자의 현황을 수기로 작성･관리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
- 수기 작성 등에 따른 구호물자 보관 물량 현황 등의 파악이 사후 재고정리로 관리됨
- 지자체와 구호지원기관 간 재해 구호물자의 필요량 및 재고량에 대한 정보공유 불가
② 이재민 구호업무의 중복성과 과중한 업무
- 현장에서 파악한 이재민 자료를 다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
- 재해구호 물자 입･출고 등을 수기로 작성 후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③ 자료 관리의 혼선과 구호물자 정보공유 체계 미구축
- 재해구호 물자 관리 현황이 실시간(Real-time)으로 이루지지 못함
- 민관 구호활동과 협업 등 대국민을 위한 정보공유가 되지 못함
-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에 대처한 신속한 구호활동에 장요소로 작용
④ 재해 구호물자 입･출고 등 이력관리 부재로 인한 응급상황 대응력 약화
- 재해 구호물자 생산, 운송, 배분 등의 현황정보 부재로 한 적시 적소 물자지급 역량 약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스마트폰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활용한 재해 구호물자 관리가 가능한 모바일 기반의 재해구
호 물자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연간
950백만 원의 예산절감 등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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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음
- 현재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
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재난관리 물품을 적시에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RFID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공하는 것임
- 이는 향후 재난 상황 발생 시 경기도 광역방재비축물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창길 외 2인(2015), “재해구호 물류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재난구호 물류체계의 실태를 분석하고 효과적 운용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재해구호 물류를 수요, 입지, 배분, 비축물자, 공급관리 등의 영역으로 정의하고 각각이
공동체 복원력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음

이 연구는 비록 그 대상이 구호물품이라는 점에서 재난관리자원과 차이는 있으
나 재난관리 물류체계의 효과적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
경기도 방재시스템 구축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비록 그 대상이 구호물품이라는 점에서 재난관리자원과 차이는 있으나 재난관리 물류체계
의 효과적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 경기도 방재시스템 구축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Ÿ

현재 재해구호 물류지원체계의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 담당자들은 재해발생시 필요한 물품을 업체에서 직접 구입해야
하는 문제와 구호물품과 기탁물품의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중요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
① 재해 발생 시, 필요한 물품은 업체를 통해 직접 구입해야 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재 정부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작되는 구호물품은 재난현장의
특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에는 부족함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호품 보관 능력 및 관리의 효율성이 낮은 편이며, 일원화되지
않은 업무처리절차와 물류체계로 인하여 구호업무가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지 않음
③ 실질적인 역할분담과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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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현재 재해구호 물류센터의 활용방안
① 광역물류센터의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물류관리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 인식이 높음
② 기존의 구호물품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해유형을 반영한 구호물품을 제작･보급해야 함
③ 재난안전 교육의 장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임
④ 물류센터에 필요한 재난구호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칭 ‘희망나눔 가게’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인 고려 필요

서정표(2016),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의 합리적 산정방안: 서울시 사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 비죽 기준
의 산정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상황을 분석하였고, 재해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과 재산피해액 등을 회귀분석해 재해구호 물자 비축기준을 도출하였음

연구에서 활용된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이재민 수를 추정하고 기준산식을 보정한 다음 이재민 수를 구호물자로 변환해 비축량 산정
- 이재민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지역별 재해위험 인자들을 현황자료로 활용
- 항목은 인구수, 행정구역면적, 재해위험지역 현황으로 구성하였고, 과거 자료로 이재민
발생수, 강우량, 재해빈도, 피해액, 구호물자 지원 내역 등을 반영하여 산정
- 이재민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밀도, 피해액, 강우량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재민수를
추정하고, 이재민수를 근거로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안전율을
반영한 보정원칙을 적용하여 비축기준을 산정

그러나 합리적 비축의 수준은 미래에 발생하는 재난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
문에 이 연구에서도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부재하다는 점을 한계로 제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특정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난의
크기와 강도 이에 따른 부정적 위험 등을 종합하여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
하는 방법론을 제시에 있음
- 이는 경기도가 방재물류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재난관리자원의 품목 선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시사점을 줌
- 특히 경기도라는 지역이 큰 범위에서 발생 되는 재난과 재해를 중심으로 이에 따른 적정
비축물자의 규모와 수량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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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희 외 2인(2017), “재난구호물품 품목 개선에 관한 연구”
일본과 미국의 재난구호물품체계 및 품목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 상황을 중심으로 각 상황에 필요한 구호 물품 기준을 구성
하여 제시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재해구호물품보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재난 상황시 발생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는 특징을 가짐
- 화재로 인해 구호물품을 지급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전혀 관련이 없는 물품이라 지급
할 수 없었던 사례
- MERS당시 자가 격리자들이 필요로 한 생필품과 품목들이 자치단체가 보관중인 구호
물품과 무관한 사례

연구진들은 재난 유형을 전염병, 화재, 지진으로 분류하고, 이에 필요한 물품을
식료품, 식료품 외 물품 그리고 추가 품목으로 구성하여 재해구호물품 기준안을
제시하였음
[표 2-5] 재난유형별 구호물품 기준안 제시
구분

전염병

공통
식
료
품

공통외

공통
식
료
품
외
공통외

Ÿ
Ÿ

Ÿ
Ÿ
Ÿ
Ÿ
Ÿ
Ÿ

화재

지진

생수(50ml, 3ea)･컵라면(2ea, 490kcal)･바초콜릿(2ea, 240kcal)･
통조림(2ea,135kcal)･즉석식품(카레, 짜장, 미트볼 등 3ea, 170kcal)
Ÿ 즉석밥
Ÿ 즉석밥
백미 10kg
(2ea, 305kcal)
(2ea, 305kcal)
신선식품(과일, 야채)
Ÿ 신선식품(과일, 야채) Ÿ 신 선 식 품 ( 통 조 림 )
(1ea, 150kcal)
(1ea, 150kcal)
(1ea, 130kcal)
Ÿ 치약
Ÿ 치약
치약
Ÿ 물티슈, 화장지
Ÿ 물티슈, 화장지
물티슈, 화장지
Ÿ 칫솔
Ÿ 칫솔
칫솔
Ÿ 비누
Ÿ 비누
비누
Ÿ 마스크
Ÿ 마스크
마스크
Ÿ 위생봉투(4ea)
Ÿ 위생봉투(4ea)
위생봉투(4ea)
Ÿ 베개/간소복/바닥용 Ÿ 베개/간소복 /바닥용
매트
매트
Ÿ 수건
Ÿ 수건
Ÿ 은박시트, 담요
Ÿ 은박시트, 담요
Ÿ 여름(냉방용품)
Ÿ 여름(냉방용품)
Ÿ 겨울(난방용품)
Ÿ 겨울(난방용품)
Ÿ 일회용 그릇, 수저
Ÿ 일회용 그릇, 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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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가 품목

전염병

화재

지진

Ÿ 구급상자(연고, 밴드,
소독약 등)
Ÿ 장갑 및 비옷
Ÿ 구급상자(연고, 밴드, Ÿ 칸막이, 천막
소독약 등)
Ÿ 간이 화장실
Ÿ 쉼터수리키트
Ÿ 주택수리,개조 및 재
건 지원(Swis)
기저귀(유아용, 어른용), 생리대, 의약품, 학용품, 활동 보조기구, 우유, 젖병,
죽, 계절별 냉난방 보조용품(열담요 등)

자료: 박천희･전세혁･김미리(2017).

이 연구는 향후 경기도가 경기도 맞춤형 방재 미축물자 선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가짐

②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주제로 한 연구
정우영 외 2인(2013), “체계적인 방재자원 동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운영체
계 및 제도개선 방안”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자원 동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였음
- 현행 국내에서 적용되는 방재자원의 동원체계는 top-bottom방식의 중앙정부 운영체계에
서의 협력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실제 대형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형편이며 재난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원투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힘
- 해외 사례를 들어 bottom-up 방식의 자원동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구체적 대안으로 중앙, 지역, 군, 민간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재자원을 보다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 방재자원 운영 현황 조사 및 미국 등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방재자원의 분류, 표준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이 연구는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했다는 점과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방재거점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지지해 주는
연구결과로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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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 외2인(2020), “현장실태조사를 활용한 지자체 재난관리자원 관리 개
선 연구”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현장싵태조사를 통해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운영의 문
제점을 파악하여 지자체 재난관리자원 관리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 연구를 위해 최근 20년간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에 기록된 자연 및 사회재난의 피해사례를
기초로 재난 유형건수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출하고 해당 지자체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Disaster Resource Sharing Service)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축
창고를 선정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현장 조사를 통해 판단된 비축창고 관리 현황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실무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로 현행화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그에 따른 DRSS 데이터
내 자원종 및 자원수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재난관리자원을 담당하고 있는 ‘과’ 또는 ‘처’의 분리･통합 후 관련 담당자의 인수인
계 미흡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재난관리자원 담당자들은
실제적인 재난관리자원 현황파악보다 DRSS 상 현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는 DRSS 에 대한 교육 및 재난관
리자원 운영에 대한 모범적 사례 교육이 절실하며 방재전문인력을 활용한 비축
물자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함
- 미국의 재난자원 관리시스템은 재난지역이 발생하면 피해규모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최적 보유량을 미리 예측하여 실제 동원시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례를
벤치마킹 해야함
- 특히 정부부처 내 위기관리 행정기준 및 법적, 제도적 기준이 국가위기 해소 차원에서
지원되어져야하며, 현재 구축되어있는 DRSS를 활용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행화가 필요함
을 제시하였음

이 연구의 시사점은 실제 현장에서의 재난관리자원 실태 및 운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제시했으며, 경기도가 광역방재거점센터 구축에 DRSS와 연
계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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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2020), “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해외 사례인 미국, 일본, 영국의 재난관리자원관리제도에 대해 법･제도적 분석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난관리자원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활용 측면에서
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음
① 재난관리자원은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DRSS, Disaster Resource Sharing
System)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운영이 미흡함.
② 재난관리자원의 인력분야는 재난 유형과 유사한 협회나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유형과
팀으로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전문분야가 불명확하고, 사후 체계적인 교육도 미흡함.

전술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안
을 제시함
①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예측시스템’을 통해 취약한
재난관리자원은 자체 구매 또는 공기기관, 민간기업, 인근 지자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함. 특히 민간전문가 합동 불시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실태
점검을 통해 재난관리자원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
② 미국은 자격인증시스템(FQS)을 통해서 인력등록 및 인증절차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나
라도 미국의 자격인증제도(FQS)와 같은 자격승인 절차 등을 벤치마킹하여 인력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 시
소방서, 경찰서 등 공무원 투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정한 재난전문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평상시에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시사점이 있음
- 한편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비축창고 마련과 관련한 시사점으로는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예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를 실제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인력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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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원 외(2020),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예측기술 및 운영모델 개발”
1996년부터 2015년 간 재난유형별 자원 동원 현황분석을 통한 자원 동원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치단체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중점관리자원
선정, 자치단체의 재난 위험성 평가결과에 기반한자원의 비축기준식 및 자원의
비축량 산정 모듈 개발 등을 연구함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연구
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특히 재난별 전국을 전수 조사
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음
- 예를 들면 전국 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하여 재난 취약성과 문제점, 대응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사회재난 유형별로 피해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화재는 경기도 용인시,
산불은 경상남도 창원시, 붕괴는 경기도 수원시, 폭발은 경기도 수원시, 해양선박사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사고는 경기도 용인시, 해양오염사고는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전
염병은 충청남도, 당진시, 감염병은 경기도 수원시라고 정확하게 지역을 지정해 주고 있음

연구진은 재난관리자원 운영 및 동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을 제시함
① 자원 비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별 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자원 물품의 종류가 과도하
게 많아 자원관리에 선택과 집중이 힘들고, 전국 자치단체별로 소규모 비축창고를 보유하
고 있지만 자원의 입‧출고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② 자치단체들이 기능 및 성능이 소멸되거나 저하된 자원을 일부 보유하고 있어 자원을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③ 비축창고와 재난 피해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초동대응 기관과 상황실 간 자원 정보공
유 미흡으로 인해 자원동원이 지연됨
④ 기관별 자원관리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DRSS) 등에 자원
정보 현행화, 순환보직으로 인한 자원관리 업무 인수인계 등이 미흡함

전술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하
에서는 이 연구와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광역방재거점센터 신축 및 운영, 관리
방식, 운영 방식 등에 시사점을 줄수 있는 대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적정 보유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및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 일본과 미국의 경우, 재난관리
자원 동원에 앞서 사전 방재자원 대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실제 재난이 발생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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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함. 따라서 각 지자체 간 방재자원의 적절 필요량의 조사 및
분석 등의 대응체계 구성이 필요함
② 미국은 전문운영기관에 의한 응급재난관리시스템 (EMAC, Emergency Management
Asistance Compact)을 활용하여 각 지역 내 분산되어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지역 복구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체계를 국내에 적극적으
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
③ 비축창고 구축을 위해 필요한 설계비, 공사비, 장비비 등은 비축창고에 속한 지자체 및
기관에서 공동부담하되, 지자체 및 기관의 규모나 크기를 고려해 재원을 분배해야 함

또한, 이 연구에서는 방재비축창고의 설치 방식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분류해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자원운영에 따른 비축장고 구축방
안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운영 유형에 따른 비축창고 구축 방안임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자원운영에 따른 비축장고 구축방안은 행정구역을 고려한 방식, 재난
특성을 고려한 방식, 재난 소관 기관을 고려한 방식으로 분류함
Ÿ

행정구역을 고려한 구축: 주변지역간 거리를 고려한 방식으로 서울권, 경기북부권, 경기
남부권 등 행정구역상 분류되는 구역에 따라 비축창고 구축

Ÿ

재난특성을 고려한 구축: 재난의 빈도, 특성 등에 기반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비축창고를 구축. 예를 들어 철원군에 강설로 제설이 필요하나 물품이 부족할
경우 연천, 포천과 같이 강설이 많이 발생하는 인근지역의 물품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

Ÿ

재난소관을 고려한 구축: 재난관리 영역을 책임지는 기관별로 비축창고를 구축하는 방식.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에 강설이 왔을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지방국토관리
청은 국도를, 경기도는 도 책임 도로를, 수원시는 시도를 각각 담당하는 방식

- 자원운영 유형에 따른 비축창고별 최적 구축 방식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제시됨
Ÿ

기존 지자체 보유창고와 공동보유 비축창고의 연계

Ÿ

지자체 자체창고와 민간업체간 계약을 통한 연계

Ÿ

지자체 창고와 긴급상황시 재난관리자원 생산업체 협약을 통한 조달

그리고 비축창고 및 소규모 보관시설간 통합운영 방안으로 광역방재거점센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한 72시간 생존’에 필요한 장비와 제도, 교육 등을 포함한
‘경기도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사례로 들어 그 필요성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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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음
-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와 방재비축창고의 설치
필요성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31개 지역별 비축물품, 규모, 품목, 수량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난의 특수성과 재난의 취약성을 제시하고 있음
- 즉, 이 연구는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짐

김영주(2020),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물적
자원을 중심으로”
재난관리자원을 주제로 재난관리자원의 수급 및 물류 구조, 재난관리자원의 관
리 조직 및 기능,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비축, 재난관리자원의 전산화, 재난관
리자원의 동원, 민간의 자원 및 역량 활용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추진함
- 연구 방식은 문헌 연구와 설문 조사를 병행하였는데 문헌연구는 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재난관리자원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당 문제점을 실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포함하였음

분석결과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재난관리자원 수급체계의 미흡
- 재난관리자원 수급의 불안정
- 신종재난 관련 자원의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② 재난관리 자원 전담 인력 부족 및 전문교육 미흡
③ 재난관리 자원의 모호한 분류체계
④ 재난관리 자원의 보관‧관리 미흡
⑤ 재난관리 자원공동활용시스템(DRSS)의 낮은 활용성
- 실시간 자원정보 파악에 한계
- 시스템의 일부 기능 미흡
⑥ 재난관리 자원의 동원체계 미흡
- 민간업체와의 협력체계 미비
- 공공 및 민간의 자원동원에 대한 비용처리 기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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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자는 해외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방안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함
① 재난관리 자원의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 재난 시 자원의 수급 지연 문제를 교정하고 기관 간 자원공급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난관리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이 협력하여 재난
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야 함
② 재난관리 자원의 물류체계 구축
- 재난관리자원의 이동 및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총괄부처인 행정안
전부를 주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이 협력하여 재난관리자원의 물류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야 함
- 광역 및 자치단체가 복수의 비축창고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자원 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자원관리에 중복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
서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광역과 기초가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③ 재난관리 자원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대
-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자원관리기관의 실무자들은 조직마다 자원관리 전담인력이 부재하
여 주로 재난관리총괄부서의 직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하위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④ 재난관리 자원의 분류･비축･관리 체계 개선
-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과 개별 기관에서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
을 구분함으로써 공통사용 물품은 공통물품으로 분류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개별사용 물품은 기관물품으로 분류
⑤ 재난관리 자원공동활용시스템(DRSS)의 기능 확대･개편
- 자원관리에 있어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DRSS의 성능을 전반적으로 제고
할 필요가 있음. 즉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 물류 및 창고관리, 운송 등 정보를 실시간
생산･축적･시각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개편하고, 기존에 개발된 타기관의 자원관리
시스템과 연계하며 민간기업들이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

이 연구가 갖는 함의는 재난관리자원의 운영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
점을 내었음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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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연구가 본 연구에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은 재난관리물품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광역 거점 비축 물류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검증하였다는 것임
- 여기에 더해 방재비축창고 설치 이후 효과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과 관리인력의 교육과 효과적 관리와 충원까지 고려하는 등 사람에 의한 재난관리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2) 시사점 및 중점 검토 대상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각 연구별 연구결과와 함의를 도출하였음
아직까지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지
고 있으며, 연구의 양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 시 연구의 양적 부족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주제
로한 연구 뿐만 아니라 물품 및 비축에 있어 일정부분 유사한 함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재난 및 구호 물품 관리를 주제로 한 연구까지 검토하였음

검토된 모든 연구는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방재비축창고 및 방재비축물자
관리 운영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표 2-6] 선행연구 검토 결과 및 시사점 요약
연구자
서정표･조원철
(2013)
서정표･조원철
(2014)

이창길･노성민
･서동연(2015)

서정표(2016)
박천희･전세혁
･김미리(2017)

연구 범위 및 시사점
Ÿ 재해구호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시
Ÿ 재해 구호물자의 문제점 및 이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로 경기
도 방재비축 물자 및 창고 관리 운영을 위한 시사점 제시
Ÿ 정보화를 활용한 재해구호물자 관리 시스템 대안 제시
Ÿ 광역방재 비축물자의 효과적 이용 및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보처리 기술 도입에 대한 시사점 제시
Ÿ
Ÿ
Ÿ
Ÿ

재해구호 물류체계 개선 방안
재해구호 물류체계의 전반적 인식 조사(담당공무원 및 담당자 대상)
물류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기 위한 대안 제시
경기도 방재거점센터 및 비축창고 구축을 위한 논리적 시사점 제시

Ÿ
Ÿ
Ÿ
Ÿ
Ÿ
Ÿ

재해구호물품 비축 기준 산정
회귀분석을 통한 예측기법 소개
경기도 방재비축물자의 규모 및 비축기준 산정시 시사점 제공
재해구호물품 품목 개선
해외 사례와의 비교, 대한민국 재난 특성을 고려한 품목 제공
경기도 맞춤형 방재비축물자 선정시 시사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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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우영･이창희
･장대원(2013)

이웅(2020)

장대원 외(2020)

김영주(2020)

연구 범위 및 시사점
Ÿ 방재자원 동원체계의 현장화 필요성에 기반한 개편방안 제시
Ÿ 현장 중심의 상향식 재난관리자원 시스템 운용을 위한 대안제시
Ÿ 경기도 방재거점센터 구축 및 재난에 대응한 재난관리자원 활용의 효율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사점 제공
Ÿ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한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제시
Ÿ 미국, 일본, 영국의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제공
Ÿ 경기도 방재거점센터 구축 및 재난에 대응한 재난관리자원 활용의 효율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사점 제공
Ÿ 재난관리자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Ÿ 전국 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로 자료로서 가치 매우 높음
Ÿ 거점센터 입지 지역 선방식, 운영방식
Ÿ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선터 설치 및 운영 방안연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대안 제시
Ÿ 재난관리자원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 연구 및 조사
Ÿ 국내사례 분석과 해외 우수 사례의 접목 시도
Ÿ 광역차원의 거점 물류센터의 필요성을 제시
Ÿ 경기도가 광역방재거점센터 설치 이후 관리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특히 비축창고의 설치 방식과 관련하여 함의를 제공해 준 연구는 이창길･노성
민･서동연(2015), 장대원 외(2020), 김영주(2020)의 연구를 들수 있는데 이들
의 공통점은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점 창고와 지역창고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임
- 특히 재난에 대응한 방재물품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 광역단위의 방재 거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 경기도 방재거점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음

한편 물류센터의 설치방식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연구는 장대원외
(2020)의 연구와 김영주(2020)의 연구를 들 수 있음
① 장대원 외(2020)의 연구에서는 거점 센터의 운영 방식 중 하나로 물류창고를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는데, 어떠한 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는 논의라기보다는 물류창고의 활용
시 입지 선정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에서 제시한 입지 선정시 고려사항은 물류전달의 신속성(교통연결망, 권역안배),
물류종류의 충분성(일반구호물자 비축, 특화형 구호물자 비축), 센터공간의 활용성(재난발
생시 활용 위한 공간설계, 평상시 효율적 활용위한 공간설계), 센터위치의 접근성(재난대응
중심 입지, 시민이용 중심입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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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영주(2020)의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의 보관과 관리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현실의
지적하면서 전국 유일하게 재난관리자원 물류센터를 민간기업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귀감
이 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아직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연계 등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누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축창고 운영 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 들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함의는 거점센터의 최적 입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임

한편 이하 연구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경기도만의 재난 및 재해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축물자의 선정과 물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기본적인 회기식 및 추정 방식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적정 물량 수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인용할 필요가 있음

둘째, 거점센터와 시군별 비축창고간의 유기적 네트워킹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사례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점센터와 시군간의 연계 방식을 재난형태
또는 거리, 행정구역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이를
인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대원 외(2020)의 연구에서 제시한 입지선정의 기준을 근거로 AHP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셋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의 공동부담에 기초한 경제성 검토 필요함
- 비축창고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비축창고 구축을 위해 필요한 설계비, 공사비, 장비비 등은
비축창고에 속하여 있는 지자체 및 기관에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 하에 민간
위탁과 직영방식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넷째,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실제 발생되었을 경우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정보화 기반과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함
- 이민 우리나라에서도 DRSS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 활용도가 낮거나 현실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선행연
구에 다수 게재되어 있어 이를 인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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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인력의 효율적 관리임
- 재난대응 및 물품 관리 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재난 대응의 성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바
특히 정보화와 연계된 전문성의 확충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의 양성과 채용까지 논의되고
있어 이를 인용할 필요가 있음

2. 광역방재 비축물자의 의의와 필요성
1) 현장중심 재난 대응의 필요성
재난양태의 다변화, 즉각적 대응, 전국가적 협력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있음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물적･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
정적으로 동원하고 공동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장비･물자･자재･시설･인력 등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유형별로 필요
한 자원을 비축･관리하고 있음
- 또한,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 Sharing System)’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구축함으로써 필요자원을 재난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음

이재민 구호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
재난관리자원은 엄밀히 말해 구호물품과 비교되나, 지방의 역할 확대와 현장 중심
재난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데 기후 및 사회환경 다변화 등으
로 크고 작은 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이재민 구호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
- 구호는 과거 중앙집중식 구호시스템을 넘어 지역단위의 구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하여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중 하나로
구호시스템 구축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
- 구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해구호 활동 시 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탄력적이고 적극적으
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호체계를 정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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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재민이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생활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난구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민간기업 등과 재난구호분야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음

재난에 대응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을 거미줄처럼 연결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재난발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의 확산을 막으며, 발생한
피해를 단기간에 복구하기 위한 광역방재비축물자 관리의 필요성이 큼

2) 광역 방재비축물자의5) 의의
광역방재비축물자는 재난관리자원이라는 시스템 중 해당 자원을 비축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음
다음에서는 광역방재비축물자의 의의를 보다 개념이 큰 재난관리자원 정책 측
면에서 논의하고자 함
- 일본은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에서 방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방재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피해의 확대를 막고,
재해복구를 도모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음
- 따라서, 방재자원이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방재를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 해석
이 가능할 것임

(1) 재난관리자원의 정의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를 총칭함
수방자재, 건설자재, 기자재, 수송장비 및 연료, 건설장비, 침수지역 복구장비,
응급대책을 위한 소형장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가 포함됨
5) “광역방재비축물자”는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엄밀히 말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서는 재난관리자원으
로 정의되며, 재난관리자원은 재해구호물자 등을 포괄하는 정의로서 이하에서는 재난관리자원으로 기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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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은 공동활용과 개별활용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음
- “공동활용”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
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 및 민간기관･단체 등이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재난의 수습 활동 등을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요청･제공 및
정산 등을 통하여 재난관리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함
- “개별활용”이란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민간기관･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고 재난의 수습 활동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함

또한, 재난관리자원 가운데 일부를 재난의 피해가 많은 유형을 중심으로 활용
도, 보유량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음

분류체계는 재난자원을 재난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함
대분류는 자재, 장비, 인력으로 분류되고, 중분류는 협업 기능별 11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소분류는 자원, 품명으로 분류됨
- “장비”, “물자･자재 및 시설”은 재난 발생 시 재난수습 활동에 응원이 가능한 자원을
말하며, 협업기능에 따라 중분류하고 세부적으로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
지, 자원봉사 및 기타 기능으로 구분 관리하며, 소분류는 품명과 세부품명으로 관리함
- “인력”은 재난 발생 시 재난수습 활동에 응원이 가능한 인력 또는 단체로서 전문기관으로부
터 특수한 자격과 인증을 받았거나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인적 자원을 말하고,
작업유형을 협업기능에 따라 중분류하며 세부적으로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
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
유지, 자원봉사 및 기타 기능으로 분류하며, 자원관리시스템에서 각 기능에 맞는 작업유형
에 따라 인력 팀을 관리함
- “장비”, "물자･자재 및 시설“은 공동활용과 개별활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인력은 공동
활용으로 관리하되 다만, 공동활용으로 분류된 ”장비“, ”물자･자재 및 시설“이 일정 장소에
고정되어있는 등 공동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원관리시스템에 공동활용이 불가함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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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재난관리자원 분류체계
분류

내용

대분류

Ÿ 자재 : 응급조치 및 복구에 동원 가능한 기본적인 재료
Ÿ 장비 :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동원되는 장비
Ÿ 인력 : 재난발생시 대응 및 복구활동에 응원될 수 있는 인력 및 단체로서 전문기
관으로부터 특수한 자격과 인증을 받았거나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인적 자원

중분류

Ÿ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
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

소분류

Ÿ 자재 : 방열복, 염화칼슘, 오일펜스, 응급구호세트 등 45종
Ÿ 장비 : 굴착기, 덤프트럭, 고소작업차, 크레인 등 126종
Ÿ 인력 : 11개 협업기능별 중분류에 따른 28개 작업유형 19개 팀

자료: 행안부(2018).

자원의 선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선정･고시함
- (선정대상) 지원기관(재난관리 책임기관이나 민간기관･단체 등)의 장이 비축 또는 관리하
고 있는 자원
- (선정방법) 자원의 비축관리 실태와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의 종류 및 기능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를 거쳐 선정

2020년 12월 말 기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행안
부고시 제2020-77호)에 공동활용 및 개별활용 장비가 명시되어 있음
- 공동활용 재난관리자원은 장비가 113종(세부품명 123종), 물자･자재 및 시설이 60종(세
주품명 76종), 인력이 28개 유형 29개팀으로 구성됨
- 개별활용 재난관리자원은 장비가 13종(세부품명 15종), 물자･자재 및 시설이 6종(세부품
명 13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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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법적 근거와 체계
재난관리자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규정에 따라 이행됨
또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한 규정6)(행안부 고시)과 재난
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7)(행안부 예규)에 의해 구체적인 운영 체계 등이 마련
되어 있음
- 각 개별 법령에서는 재난자원 관리의 비축 대상, 관리 방법, 자원의 공동 활용, 응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응원을 받고, 응원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표 2-8] 재난관리자원 관련 법령
법령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6) 이하 “고시”.
7) 이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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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내용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응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ㆍ군ㆍ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포대류ㆍ묶음줄 등 수방자재
2. 시멘트ㆍ철근ㆍ하수관 및 강재(鋼材) 등 건설자재
3. 전기ㆍ통신ㆍ수도용 기자재
4. 자재ㆍ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ㆍ굴착기 등 건설장비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ㆍ축전지ㆍ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또는 격리를 위한 시설
9.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한 시설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
ㆍ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력자원에 관한 정보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목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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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재난 및 안
전관리 기
본법 시행
령

제43조의2(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그 기관에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2.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①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인력ㆍ장비ㆍ자재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람은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응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접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원 요청,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조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제1항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해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장비, 물자, 자재)의 비축관리 의무를
부여함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르면 재난관리자원의 총체적 관리와 책임
그리고 주관하는 기관으로써 행정안전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재
난관리자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단위의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고 수
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을 운영･관리토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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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시와 재난 시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 활용 및 이
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음
- 평시 자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자원응원체계 구축, 재난관리자
원 수급상황 파악 및 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비 사전파악 및 정비 실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재난특성에 맞는 자재 비축 관리
- 재난시 자원: 재난관리자원의 응급복구 응원 및 협조

기관별 역할
재난관리자원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모든 기관의 역할에 대해 “기준”
9에 정의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음
“주관기관”은 정부차원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
자원의 운영관리를 총괄함
- 주관기관의 주요 역할은 지원기관의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에 관한 임무 수행, 재난관리자
원의 지원체계 마련
- 국가 단위의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고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 운영관리
-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정책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계획수립, 등록 및 관리, 응원
등의 활동을 조정, 통제, 지도 및 감독하는 기능 등을 수행함
-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조정기관과 협조하여 정부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지원요청 시에 조정ㆍ지원하는 기능
을 수행함

“조정기관”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
책본부」, 「중앙 및 지방사고수습본부」, 「중앙 및 지방긴급구조통제단」등 재난
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조정기관으로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함
-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의 요청
- 협업기능별 자원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치단체별 피해지역 재난관리자원 지원 요청
시 필요한 긴급 자원을 지원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함

“지원기관”은 주관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ㆍ장비ㆍ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기준” 9.3에서는 16개 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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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연계 및 활용
상호연계 및 활용에 대해 “기준” 10.1에서는 업무협약에 따른 자원 응원과 민･
관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상호연계와 활용을 규정함
업무협약에 따른 자원응원체계 유지는 다음과 같음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에 대비하여 자재･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의
응원･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간, 시･도(시･군･구 간 포함) 간
비상 시의 자원 지원 협력에 필요한 업무협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

민･관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지원기관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관리시스템의 속성구조가 표준속성구조와 다른 경우,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등록기관 상호연계 모듈과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재난관리자원 자원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를 변환, 검증 후 주관기관에 제공해야 함
- 지원기관이 자원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않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원관
리시스템을 통해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함
- 재난관리자원 기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민간기관･단체를 방문하여 자원정보를 확인･입
력하거나,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자원정보를 별도 양식으로 제공 받아서 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음

재난관리 자원의 수급 및 물류체계
재난관리자원의 수급 및 물류체계에 대해서는 ‘기준’ 7.3에서 관련 내용을 명시
하고 있는데,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은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수급 상황을 파악･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현행화의 날을 운영하고 매월 20일까지 자원관리시
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동활용 재난관리자원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보관 장소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재난 시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으
며(‘기준’ 7.3 가. 3) 가), 비축이 곤란하거나 성상이 변형되기 쉬운 일부 재난관
리자원에 대하여 필요시 생산 공장과의 상호협약을 통하여 공장보관 후 즉시
응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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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관리자원의 주요 업무
재난관리 자원의 주요 업무는 크게 재난대비, 재난대응, 자원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교육, 재난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의 4가지로 구분됨
이중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와 직접적인 업무는 재난대비와 재난대응으로 요약
할 수 있음

① 재난대비 : 책임기관별 재난 자원 비축 및 응원 대칙 수립
각 기관에서 필요한 자원을 사전에 구입･확보하거나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업
체와 상호협약 체결‧관리하는 업무임

비축관리 계획수립 개요
목적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관리자원의 비축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대상자원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에서 고시한 자원

대상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수립절차 및 시기 : 매년
수립지침통보
(2∼3월)
행안부
→ 책임기관

⇒

자원조사
및 결과제출
(7월 15일 이전)
책임기관
→ 행안부

⇒

비축･관리계획
수립･제출
(9월말 이전)
산하기관, 시군구
→ 중앙부처, 시도

⇒

비축･관리계획
수립･제출(최종)
(10월말 이전)
중앙부처, 시도
→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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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재난관리자원 분류･지정, 재난관리기관별 보유자원 조사 및 관리
- 재난관리자원 확보‧비축, 응원협약 관리, 자원담당자 지정관리 등
‣ 지역, 기관 내 재난피해 사례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재난유형 및 필요자원 분석

재난유형별 위험성 및 필요자원 분석
⇩

‣ 연간 비축관리 해야 할 재난관리자원의
보유현황 조사

재난관리자원의 현황 조사
⇩
재난관리자원 확보･관리･응원 대책 수립

‣ 부족자원 구입(확보) 계획, 재난발생시 응원
대책
‣ 재난발생 단계별 자원관리 계획

② 재난대응 : 재난발생 단계별 동원절차에 따라 자원 동원
기관별 보유자원, 임대･협약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지원하고, 부족자원 발생
시 인접 시군구, 광역 시도 등에 지원 요청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응원 원칙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이용 가능성 및 지원 필요사항(장비, 자재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응원 요청
- 자원 응원기관과 요청기관의 상호 동의가 있을 시 재난현장에 자원 투입

자원 응원 체계
- (단계) 자체 자원 활용 → 관내 유관기관(공공‧민간) → 인접기관(시군구) → 광역기관(시도)
→ 중앙정부(총괄･주관기관)
- (절차) 관내 유관기관, 인접 지자체 등 자원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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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응원요청

‣ 시스템, 문서, 긴급 유･무선
⇩

확인･조정

‣ 시스템, 문서, 긴급 유･무선
⇩

자원배정

‣ 요청･승인, 배정 모니터링
⇩

응원･정산

‣ 자원배치･반환, 비용부담 등
⇩

재비축･현행화

‣ 소모자원만큼 재비축, 정비

(비용부담)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장 책임기관이 부담
- 응원된 자원(비소모성‧소모성)에 대해서는 사용기관에서 완전하게 반환 또는 기관간 업무
협정을 통하여 적절한 보상 실시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재난관리
책임 기관에서 비용 부담

③ 재난자원 공동활용시스템
도입 및 구축 배경
지자체, 중앙부처, 민간에서 각각 별도의 시스템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있어 재
난이 발생하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없었음
-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에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게 되었고, 2016년에는 중앙부처와
공사･공단 등 189개 기관으로 확대하였고, 2017년에는 민간단체 19개 팀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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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재난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체계도

자료 : 행안부b(2020).

시스템활용 방안
평상시에 지자체, 중앙부처, 민간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시스
템에 등록,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을 현행화 하고 재난 발생으로 자원이 부족할
경우 인근 기관의 보유 자원을 조회하고 지원 요청하여 현장에 자원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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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관리자원 분야 주요 혁신 동향
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20.8)
그동안의 한계와 추진 배경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해야 하지만, 대부분 시･군･구에서만 필요
한 자원을 비축･관리하는 실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비축자원이 부족하거나 자원공급이 원활치 않고, 과잉비
축 등 부실 관리로 인해 매년 상당한 양의 비축자원이 불용처리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옴

주요 개편 내용
감염병･풍수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히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혁신 사업｣을 8월부터 추진
이 사업은 2020년 7월 14일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과제
로 민간자원을 포함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임
지역별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지역 재난관리자
원 통합관리센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임
행정안전부 계획 상에서 광역방재거점센터는 3,300㎡, 비축창고 50㎡으로 설
치 계획을 추진 중임
이 정책과 연계되어 경기도 광역비축물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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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지원
< 광역거점센터 >

비고 : 상주 인력 3명

< 개별비축창고 >

비고 : 상주 인력 無(무인 경비)

② 입법 발의안(21.2)
2021년 2월 16일, 박완주의원 대표발의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
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음8)
발의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관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재난관리자원 과잉비축이나 부실로 매년 상당량의 불용처리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또한, 기후변화나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해 재난이 복잡해지고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관리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포함
된 재난수습과 관리에 관한 물품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
물류체계의 구축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재난 관리자원을 통합･
관리 등)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하고자 함

8) 아래 내용은 (의안번호 8136)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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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제1장 총칙에서는 법안의 목적과 주요 용어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업무 총괄･조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담고 있음
- 법안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했을 때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를 목적으
로 함(안 제1조)
- 주요 용어로서, 재난관리자원,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재난관리인력, 공급업자, 공급
망관리체계, 재난관리물류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과 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함(안 제4조)
②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는 체계구축, 관리지원기업과 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및 해제 등을 담고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공급업자 중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의 공급업자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하여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③ 제3장 재난관리전의 관리기관에서는 관리기관과 관리기관장의 역할, 자원출납관과 자원운
용관,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함(안 제20조)
-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자원운
용관 등을 두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④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서는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비축관리기준과 계획, 재난관리
물품의 취득･보관 및 사용, 처분 등에 대해 담고 있음
-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기능별･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
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함(안 제26
조 및 제27조)
-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
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관리하여야 함(안
제29조)
- 재난관리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 33조부터 제4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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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서는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인력의
관리원칙 등을 담고 있음
-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42조)
- 재난관리인력의 관리는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관리로 하고, 관리
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⑥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에서는 시･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와 관리센터
설치･운영, 재난관리자원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시･도지사는 시･도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
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
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축적･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가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⑦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명령, 비용부담원칙,
훈련 등을 담고 있음
- 시･도지사는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법인은 제외함)의 장 등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⑧ 제8장 보칙에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무, 행정지원, 지도 및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을 담고 있음
⑨ 제9장 벌칙에서는 벌칙과 과태료 등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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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주요 내용(21.2)

제안 이유
목적
정의
업무의
총괄･조정
재난관리지원
기업 지정
재난물류체계의
구축
재난관리자원의
관리기관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비축관리계획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주요 내용
Ÿ 재난관리자원 관리 문제 발생
- 관리 소홀에 따른 재난 대응 문제 발생, 불용 문제 발생
Ÿ 재난의 복잡화 및 대형화에 따른 현(現) 관리체계의 대응 한계
Ÿ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난 발생(우려) 시, 신속
하게 동원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Ÿ 재난관리자원.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재난관리인력, 공급업자, 공급
망관리체계, 재난관리분류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등을 정의
Ÿ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함
Ÿ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를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공급업자에 한정하도록 함
Ÿ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해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해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함
Ÿ 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
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함
Ÿ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업무 등을 위해 자원관리관, 자원출
납관, 자원운용관 등을 두도록 함
Ÿ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기능별･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
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함
Ÿ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에 관해 그 표준을 정해야 함
Ÿ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
품을 비축･관리하여야 함
Ÿ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
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을 관리하도록 함
Ÿ 재난관리인력의 관리는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관
리로 함
Ÿ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
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을 관리하도록 함
Ÿ 시･도지사는 시･도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관할구역
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함
Ÿ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
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축적･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Ÿ 시･도지사는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중
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법인은 제외함)의 장 등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
업, 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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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능형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1.5)
그동안 한계와 추진 배경
풍수해･감염병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장비, 물자 등 재난관리자
원이 없거나 부족한 사례가 반복되고, 과잉비축, 부실 관리 등으로 인해 매년
상당한 물량이 불용처리되는 등의 문제점 발생
기후변화･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해 재난이 복잡‧대형화됨에 따라 비축중심의 현
행 개별 관리체계로는 대응에 한계
이에 재난관리자원을 생산‧공급에서부터 사용･활용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국가
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주요 개편 내용
【 기준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 관리기관 및 재난관리지원기업 등에 대한 정보관리를 위해 마스터 구조의 기준정보 관리시
스템 구축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코드 관리체계에 따른 AI 기반의 코드 자동 맵핑 및 정제 기능 개발
-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재난관리지원기업 관리 기능 개발

【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 】
-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공급망관리 계획수립 및 공급‧수불관리 등 공급망관리
시스템 구축
- AI･빅데이터 기반의 NO*, IO** 및 TO*** 기능 개발
* 물류거점네트워크 최적화(Network Optimization)
** 재고 최적화(Inventory Optimization), *** 운송계획 최적화(Transportation Optimization)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조직별, 종류별 및 품목별로 소요량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AI‧빅데이
터 기반의 수요예측 기능 개발
- 합리적 구매･용역계약을 위한 부가 정보제공 및 구매‧용역계약 스케줄 관리 기능 개발

【 창고관리시스템 및 통합물류관리시스템 구축 】
-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신속한 동원을 위한 스마트 창고관리시스템 및 통합물류
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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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인식 툴(tool)을 활용한 자동식별 및 물류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모듈별 기준정보
통합을 위한 AI 기반의 자동 코드 맵핑 기능 개발
- 주소정제 자동화 모듈을 활용하여 수작업 데이터 정제 작업 최소화 및 가시성 확보를
위한 GIS 기반의 운송관리 기능 개발
- DPS, DAS 등 물류 자동화 설비를 활용하여 입출고 작업의 정확성 향상 및 재고 보관의
효율 극대화 기능 개발

【 모바일 현장관리시스템 구축 】
- 시･군･구, 사업소 등 소규모 비축시설이나 재난 현장에서 실시간 관리 등을 위한 2D
바코드 등을 활용한 모바일 현장관리시스템(App 개발) 구축

④ 타 시도 사례 추진현황
현재 강원도,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등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시도마다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운영 방법(임차, 신축)에는 차이가 있음
임차하여 운영 예정인 지역은 강원도,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등임
- 강원도는 강원도 원시 문막읍 건등산 산 40-2에 총면적 1,782㎡(540평)를 임차(한국복합
물류)하여 이용 중임
- 울산광역시는 울산시 북구 연암동 665-1번지 일원에 총면적 3,080㎡를 임차(한국복합물
류)함
- 서울특별시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840에 총면적 2,310㎡를 임차(한국복합물류)함
- 경상남도는 임차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중임

새로 신축하여 운영 예정인 지역으로는 부산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등이 있음
- 부산광역시의 경우,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5로 41번길 48(토지면적 5,530㎡)
에 신축 설계 중임
- 세종시는 현재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244-6번지 외 1필지를 대상으로 설계를 완료해
신축 예정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292번지에 신축을 위한 건축부지를 협의
중에 있음
- 대전광역시는 현재 신축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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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및 품목
① 일본
일본은 다양한 재난을 경험하면서 관리체계에 대한 인식이 방재(防災)의 개념
에서 감재(減災)의 개념으로의 전환되고 있음
즉, 완벽한 방재시설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속한 대피 및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체계가 바뀌어야 하고, 재난에 대응한 전략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고 인식함(임승빈 외, 2016)
일본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이 빈번하고, 그 파급 효과가 큰 지역으로 확산되
는 특성에 의해 인근 지자체 간 또는 민간 간 재해 구호영역에서의 유기적 연계
가 강함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적극적인 구호물자 비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재난 발생 후 2일 동안 물자를 비축하고,
3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재계획을 세우고 있음
또한, 재난관리자원이 원할하게 공급･조달될 수 있도록 동원 및 조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일본의 방재활동은 민간자원봉사를 통해 확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동일본대지진 등을 거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증가시키고, 기초자치단체는 민관합동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음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재 물품을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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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일본의 재난방재 주요 비축 항목
구분

일상용도(상시구비)

필수

Ÿ 물(음료용, 조리용 등) - 2L 12병
Ÿ 휴대용 곤로 1개, 가스봄베 2세트(6병)
Ÿ 상비약 2~3종 각 1박스

식품

생활용품

여성용품

유아

고령자
가
정
용
비상용
가방

휴
대
용
직
장
용

재해용도
Ÿ 간이화장실(30회 사용분),
손전등 2개
Ÿ 건전지 필요분 풍전식 라디
오 등 1개

Ÿ 주식･무세미(가공쌀) 5kg, 인스턴트밥 6
개, 건면 1팩, 즉석면 3개
Ÿ 반찬･통조림(고등어 된장조림, 야채 등)
각 6캔, 인스턴트 식품 9팩, 통조림 1캔
Ÿ 야채주스 9병, 음료(50ml) 6병
Ÿ 치즈, 어묵 등 각 1팩, 과자류 3개
Ÿ 영양보조식품 3박스, 드링크분말 1봉지
Ÿ 조미료 각 1세트
Ÿ 대형 비닐봉투, 쓰레기봉투 1팩(30매)･
비닐봉투 1개, 구급함 1개, 랩 1개
Ÿ 휴대폰 예비 배터리 3개(후
Ÿ 티슈 1팩(5개), 화장지 1팩(12개), 물티
대전화 대수분)
슈 1팩(제균 10매입)･일회용 콘택트렌즈 Ÿ 라텍스, 위생장갑 1박스(조
1박스(1개월분)･일회용 난로 1봉지(10
리용; 10매)
개) 토치 1개
Ÿ 생리용품 2팩(30개*2)
Ÿ 분유 2박스(스틱타입 10개*2)
Ÿ 이유식 일주일분(알레르기 대응)
Ÿ 엉덩이 닦이 물티슈 1팩
Ÿ 기저기 1팩(70매)
Ÿ 죽 등 부드러운 식품 일주일분 이상
Ÿ 상비약(처방약) 1시트
Ÿ 보청기용 배터리 6개, 틀니 세정제 1박스
Ÿ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헬멧, 방재두건, 면장갑, 담요, 건전지, 라이터,
양초, 물
Ÿ 식품(인스턴트 라면, 통조림 및 따개), 나이프, 젖병
Ÿ 의류, 현금, 구급함, 적금통장, 인감
Ÿ 휴대용 라디오, 휴대전화용 충전기, 호루라기, 지도, 손전등, 칫솔, 동전,
물통
Ÿ 건전지, 간이화장실, 구급세트･담요
Ÿ 걷기 편한 신발, 헬멧, 비상식, 손전등, 구급세트, 면장갑, 침낭, 간이화장실
우비 물통

자료: 도쿄도 방재 가이드북(2017), 박천희･전세혁･김미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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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스테포드 재난구호 및 비상지원법을 기본으로 재난
구제의 일차적 책임은 개인과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에 있다는 연방정부 보충
성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지원 활동의 종합･통합화의 원칙을 기본으로
방재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재난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이 부여
되어 있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
미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National Response Framework: NRF)에서는 15
개의 긴급지원기능(ESF)을 명시하고, 집단구호(Mas care) 주무기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표 2-11] 미국의 주요 구호물품
구
분

항목

품목

내용

음식과 물

Ÿ 최소 3일분의 음식과 물(1인당 1갤런)
Ÿ 최소 3일분의 의약품
Ÿ 여분의 배터리, 지팡이, 보청기와 같이 편의를 위해
필요한 의료 용품
Ÿ 비누, 칫솔과 치약, 아기용 손수건, 콘택트 렌즈 또는
안경, 물티슈와 쓰레기 봉투 등 개인 위생 도구
Ÿ 구급 상자, 비상 담요, 다목적 도구(칼, 펜치, 드라이버
등), 호루라기
Ÿ 플래쉬,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 라디오, 충전기와 휴대
전화, 여분의 배터리
Ÿ 보험 카드 및 예방 접종 기록과 같은 중요한 문서의
사본, 건강 상태에 관한 서류, 가족의 비상 연락처 정보
가 들어있는 가족비상계획 서류
Ÿ 여분의 현금, 지도, 여분의 차 열쇠와 집 열쇠, 여분의
옷 1벌, 비상용 담요, 종이와 펜

건강용품
개인관리항목

재
난
구
호

일반품목

안전용품
전자기기
서류
기타

추가품목

어린이

Ÿ 아기 젖병, 분유, 이유식, 기저귀

노인

Ÿ 어린이를 위한 게임활동(예: 인형)

애완동물

Ÿ 틀니, 개인이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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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품목

내용

소모품

Ÿ 사료: 고양이나 개는 일반적으로 3일 동안 1갤런의
물이 필요
Ÿ 청소 용품: 애완동물에 따라 작은 상자, 타월, 플라스
틱 쓰레기 봉투 등
Ÿ 건강용품: 의약품 및 방수 용기에 저장된 의료 기록,
애완동물용 응급처치키트
Ÿ 이동장치: 튼튼한 가죽 끈, 캐리어 등(수송용)
Ÿ 놀이 용품: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애완동물 장난감
등을 포함

보호용품

Ÿ 도끼, 삽, 드라이버, 망치, 견인을 위한 로프, 테이프

가정
생
존
키
트

차량용

Ÿ 깨진 유리, 못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신발, 장갑, 촛불, 성냥,
텐트, 담요, 어린이를 위한 오락용품, 필수의약품, 여분의 배터리, 휴대용
라디오, 손전등, 소화기, 음식과 물, 휴지 등

사무실용

Ÿ 담요, 생수, 여벌의 옷, 소화기, 응급처치키트, 비상신호장치, 손전등,
지도 및 손전등,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 호루라기 등

자료: 미국 적십자(American Red Cros),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
비영리단체 Earthquake Country Aliance의 내용을 요약 정리, 박천희･전세혁･김미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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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재난관리체계 실태
1. 재난환경 및 실태
1) 재난환경
우리나라는 자연재난이 빈번한 지리･자연적 특성을 가짐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중위도 끝에 위치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임
-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이며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덥고 습한 기후가 나타나고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기후가 나타남
- 이에 따라 여름에는 풍수해와 가뭄,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 등의 재해가 발생하며, 최근에는
가후변화 인해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극한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급진적 근대화와 산업기술의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난 발생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음
1970년대부터 집중건설 된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건물･도로 붕괴 등 예측
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에 취약한 노령인구 등 재난 취약계층
이 증가함
특히 최근 다른 나라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급증하면서 항공기･선박 등의 대형
사고와 신종 감염병 확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제3장 국내외 재난관리체계 실태∣63

2) 재난발생 현황 및 특징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난 건수는 총 340건임
자연재난이 223건으로 전체 발생 재난의 35.5%를 차지하고 사회재난이 117건
으로 전체 발생 재난의 34.5%를 차지함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 자연재난은 2016년 18건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회재난은 2015년 7건을 기점
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특이한 것은 2010년 자연재난은 22건, 사회재난은 6건으로 자연재난 발생 건수의 비중이
사회재난의 약 3.6배 가량 많았으나 2019년 들어서는 사회재난 발생건수가 자연재난
발생건수를 앞도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규모는 6조 8,527억원 규모임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액은 3조 5,169억원,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액은 3조
3,358억원 규모임
발생한 총 피해액을 재난 건수로 나눈 재난 당 피해액은 자연재난이 건당 182
억원 수준이고, 사회재난이 건당 548억원 수준임

사회재난은 발생건수 대비 그 피해액이 매우 크고, 위험과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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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도별 재난 발생건수와 피해액 규모
(단위 : 개, 억원)

구분

발생건수(A)
자연재난

피해액(B)

사회재난

자연재난

재난 건당 피해액 B/A

사회재난

자연재난

사회재난

2010

22

6

4,459

19,560

203

3,260

2011

13

3

7,776

12

598

4

2012

22

2

10,591

3,014

481

1,507

2013

28

7

1,701

1,274

61

182

2014

23

16

1,788

531

78

33

2015

18

7

330

945

18

135

2016

18

12

3,040

626

169

52

2017

25

16

1,909

1,092

76

68

2018

27

20

1,413

1,001

52

50

2019

27

28

2,162

5,303

80

189

누계(평균)

223

117

35,169

33,358

(182)

(548)

자료: 행안부a(2020).

[그림 3-1] 연도별 재난 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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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연도별 재난에 따른 피해액

최근 5년간 재난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액은 7,634억원
이를 복구하기 위해 투입된 재원은 총 2조 5,599억원으로 피해액 대비 복구비
부담은 약 3.35배가량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복구비 중 63.9%는 국가가 15.7%는 지방이 11.9%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
으로 나타남
- 장기적으로 볼 때 국기 부담 비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9
년에 급격히 증가함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자체 부담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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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연도별 재난 피해 복구액 및 부담 주체
(단위 : 억원)

연도별

피해액

2015

복구액
계

국비

지방비

자체

134

284

70

57

157

2016

2,512

5,529

3,435

1,342

753

2017

1,722

4,676

3,097

1,061

518

2018

1,255

4,131

2,174

802

1,155

2019

2,011

10,978

7,573

761

474

누계

7,634

25,599

16,350

4,023

3,056

(3.35)

63.9%

15.7%

11.9%

비중(배수)
자료: 행안부b(2020).

[그림 3-3] 연도별 재난 피해 복구액 및 부담 주체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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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연재해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205명이며 매년
평균 19.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자연재난을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호우가 103명으로 가장 많고, 태풍이 47명,
풍랑이 1명, 기타가 54명 수준임
-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11.5명이고,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3.1명
수준임
- 한편 풍랑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최근 9년간 없다가 2019년에 1명이 발생함
[표 3-3] 자연재해별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호우

태풍

풍랑

기타

합계

205

103

47

1

54

평균

19.4

11.5

3.1

2010

14

7

7

2011

78

77

1

2012

16

2

14

2013

4

4

2014

2

2

2016

7

1

2017

7

7

2018

53

2

3

2019

24

1

16

4.8

2015

자료: 행안부a(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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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8
1

6

[그림 3-4]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재해별 인명피해 현황

2019년 기준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액 규모는 2,162억원
이중 태풍이 1,228억원으로 피해액이 가장 컸으며 호우가 16억원, 대설이 13
억원, 풍랑이 5억원 규모임
[표 3-4] 2019년 기준 재해별 피해액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태풍

호우

대설

풍랑

강풍

피해액

212,770

1,646

1,331

471

7

비율

98.4

0.8

0.6

0.2

0.003

자료: 행안부a(2020).

2019년 한해동안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212명
이중 사망이 52명, 부상이 149명, 실종이 11명임
-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재난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로 128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사망
이 12명 부상이 116명임

한편 재난대비 사망자 수의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해외재난, 폭발, 지반침하
등인데 이러한 재난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41명이며, 이 중에서 27명이 사망
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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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2019년 기준 사회재난 유형별 인명피해
(단위 : 건, 억원)

구분

합계

사망

부상

실종

합계

212

52

149

11

산불재난

3

2

1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128

12

116

-

해양선박 사고

40

11

19

10

기타(해외재난, 폭발, 지반침하 등)

41

27

13

1

자료: 행안부a(2020).

[그림 3-5] 2019년 기준 사회재난 유형별 인명피해

2019년 기준 사회재난 유형별 발생건수와 피해액을 살펴보면 총 28건에
5,30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발생빈도가 가장 큰 재난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이고, 그 다음이 산불재난인
것으로 나타남
피해액은 산불재난이 2,584억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가축질병으로 1,457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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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2019년 사회재난 유형별 발생건수와 피해액
(단위 : 건, 억원)

재난유형

발생건수

피해액

계

28

5,303.1
2,584

산불재난

8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1

0.6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10

917.5

해양선박 사고

3

4

가축질병

2

1,457

기타(해외재난,폭발,지반침하 등)

4

340

자료: 행안부a(2020).

2. 재난관리체계
1) 재난관리의 정의
재난관리는 대난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하는 일련의 협력적 체계로서 다음
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음
이재은 외(2006)는 재난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관리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체계로 정의함
김태환(2010)은 재난관리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고, 광의적 측면에서는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대응을 위한 총체적 시스템으로 정의함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 및 체계에 대해 구체적
으로 정의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 제3항(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함
- 제5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제3장 국내외 재난관리체계 실태∣71

재난관리를 위한 단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각 장을 달리해 제시함
① 재난의 대비 ② 재난의 대응 ③ 재난의 복구임
- 재난의 대비 단계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관리,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및 운용,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 및 활용, 재난분야
위기관리 메뉴얼 작성 및 운용,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안전기준의 등록과 심의,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재난대비 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함
- 재난의 대응 단계는 크게 응급조치와 긴급구조로 분류되는데, 응급조치 단계에서는 재난사
태의 선포, 위기경보의 발령, 재난 예보 및 경조 체계 구축･운영,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응원, 응급부담 및 응급조치 등이 시행됨. 긴급
구조 단계에서는 중앙긴급구조 통제단,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긴급구조 및 현장지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의 통합･운영,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항공기 등
조난 사고시의 긴급 구조 등의 기준을 마련이 포함됨
- 재난의 복구 단계는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그리고 재정 및
보상으로 구분되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에서는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재난복구 계회의
수립･시행,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가 이루어짐. 특별재난지역선포 및
지원은 대상지역 선정 기준과 지원의 범위 기준 등을 마련함. 마지막으로 재정 및 보상은
비용 부담의 원칙,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손실보상, 치료 및 보상, 포상,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복구비의 선지급, 복구비의 반환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됨

2) 재난관리 체계
(1)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체계는 재난에 대응하여 범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협력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소관 재난유형을 관리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며, 자치단체는 지역차원의 재난대응을 총괄･조정하는 지역재난안전본
부를 설치하여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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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대한민국 재난관리 체계

자료 : 행안부b(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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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기능을 갖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임
2021년 현재 1본부 4실 1국 체계로 구축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안전정책실: 안전정책의 협의･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에 관한 사항 총괄 등을 통한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 재난관리실: 자연재난(풍수해, 지진 등)의 선제적 대응 추진 및 재난 발생시 피해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복구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운영
- 재난협력실: 사회재난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수습 지
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신속한 현장 수습을 지원하며 취약시설 등 현장점검을 통한 선제적
위험요인 개선
-

비상대비정책국: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전시대비 비상대비계획을 수립･총괄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제도 운영 및 관리

[그림 3-7]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본부 시스템

자료 : 행안부b(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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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운영함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부처
와 5개 유관기관 90여명이 24시간 365일 합동으로 상황근무를 하는 곳임
-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국가재난상황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

평시에는 ICT기반의 각종 재난상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전국에서 일어나는 재난(사
고) 상황을 모니터링함

- 재난 발생시에는 청와대, 총리실, 관계기관 등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재난상황의
위험성을 예측･분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조치를 담당함
[그림 3-8] 대한민국 재난대응 체계

자료 : 행안부b(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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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관리체계의 역사적 변화과정
재난관리체계는 역사적으로 특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제도와 관리 시스템이
변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음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시스템 및 이를 뒷받침해 주는 법령은 다음과
같이 변화돼왔음
[표 3-7] 주요 재난과 재난안전 시스템 변천사
년대

1950
~
1980년대

1990년대

법령

1962년 재해구호법
1967년 자연재해대책법
1975년 민방위기본법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Ÿ 1984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Ÿ
Ÿ
Ÿ
Ÿ

Ÿ 1992년 승강기 안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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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Ÿ 1948년 내무부(건설
국, 토목국)
Ÿ 1961년~1991년 건설
부(국토건설청) 재해대
책 업무 관장

Ÿ 1991년 내무부 재해
대책 업무 이관
Ÿ 1998년 행정자치부
신설(내무부, 총무처
통합)

사건
Ÿ 1967년 여객선(한일호)
침몰
Ÿ 1971년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Ÿ 1974년 서울 복합상
가 대왕코너 화재
Ÿ 1976년 동해 어선(10
여척) 조난 사고
Ÿ 1979년 제11호 태풍
「쥬디」
Ÿ 1993년 서해 페리호
침몰
Ÿ 1994년 성수대교 붕괴
Ÿ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Ÿ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Ÿ 1997년 대한항공 항
공기 추락

년대

법령

2000년대

Ÿ 2004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Ÿ 2006년 풍수해보험법
Ÿ 2007년 소규모 공공
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
한 법률
Ÿ 2008년 재해경감을 위
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
원에 관한 법률
Ÿ 2008년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Ÿ 2008년 재해위험 개
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Ÿ 2008년 급경사지 재
해예방에 관한 법률
Ÿ 2008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Ÿ 재해예방의 관한 법률
Ÿ 2009년 지진, 화산재
해대책법

2010년대

Ÿ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Ÿ 법률
Ÿ 2016년 국민 안전교
육 진흥 기본법
Ÿ 2016년 소하천정비법
Ÿ 2020년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조직

사건

Ÿ 2004년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업무 전담기
구) 신설
Ÿ 2008년 행정안전부
신설(행정자치부, 중앙
인사위원회, 비상기획
위원회, 정보 통신부
일부 통합)

Ÿ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
Ÿ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Ÿ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
Ÿ 2005년 강원도 양양･
낙산사 산불
Ÿ 2007년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Ÿ 2009년 신종인플루엔
자

Ÿ 2013년 안전행정부로
명칭 변경
Ÿ 2014년 국민안전처
[안전행정부(사회재
난), 소방방재청(자연
재난),해양경찰청 통합]
Ÿ 2017년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 행정자치
부 통합), 소방청, 해양
경찰청 신설

Ÿ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Ÿ 2014년 경주 마우나오
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Ÿ 2014년 진도 해상 여
객선 (세월호) 침몰
Ÿ 2016년 경북 경주 지진
Ÿ 2017년 경북 포항 지진
Ÿ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Ÿ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
Ÿ 2019년 코로나19

자료 : 행안부b(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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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관리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한편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은 과거 명령 통제의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음
명령통제의 관점은 본질적으로 재난에 대해 발전과정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장애나 사건으로 정의함
- 이 관점에서는 정부 주도의 하향적･강력한 규제와 통치를 수단으로 하고, 재난 발생 이후의
복구에 중점적인 관심을 둠
- 이 단계에서 재난관리는 전통적 계층주의와 관료주의를 중심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같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이 강조됨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임
- 이는 재난을 발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미해결된 문제로 보고 지역사회 주도의
상향적 조정과 협력을 통해 재난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예방과 대비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경감하는데 관심을 둠
- 이 단계에서의 재난관리는 사회의 동질적인 조직 또는 이질적인 조직 간의 협력을 기반으
로 하는 재난관리 방식으로 재난의 예방 단계 및 대형 재난의 복구 단계에서 자원이 부족한
경우 높은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음(이훈래, 2015)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재난 또는 위험에 대응한 안전관리 방식도 분산형
관리방식에서 통합적 관리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고경훈 외, 2020)
분산형 관리방식은 전통적 조직이론의 근간인 합리성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전문화를 기반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맥락임
- 최근까지 우리나라도 분산형 접근을 택해온 결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매뉴얼이 각종
재난유형별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분산형 관리 방식은 재난 발생시 유사기간의 중복 대응과 과잉대응 혹은 무대응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한계를 가짐

반면 통합형 포괄 관리방식은 모든 재난을 하나의 안전관리 주체가 관리함
- 모든 재난은 피해범위, 대응자원, 대응방식에 있어서 유사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을 하나의 안전관리 주체가 예방, 준비, 대응, 복구 등의 과정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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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다양한 관련 기관들을 조정･통제하는 방식임
- 통합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에는 조직구조의 개편이나 막대한 자원의 배분･할당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조직우선권의 재개념화, 조직기능의 재설계, 시간의 재할당 그리고 개인
및 조직학습과정의 인식과 과정에 근거한 행동에 대한 지지만 있으면 된다는 맥락에서
실효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표 3-8] 안전관리 방식
구분
관리부처
및 기관

분산형 관리방식

통합형 관리방식

Ÿ 다수부처 및 기관의 단순 병렬

Ÿ 단일부처 조정 하의 병렬적 다수
부처 및 기관

책임범위와
부담

Ÿ 소관재난에 대한 관리책임, 부담 분산

Ÿ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 과도
한 부담가능성

관련부처의
활동범위

Ÿ 특정재난에 대한 관리활동

Ÿ 모든 재난에 대한 종합적 관리활
동과 독립적 활동의 병행

정보전달체계

Ÿ 정보전달의 다원화

Ÿ 정보전달의 일원화

재원조달･배분

Ÿ 복잡

Ÿ 보다 간소

Ÿ 대응조직 없음(사실상 소방)

Ÿ 통합대응/지휘통제 용이(소방)

장점

Ÿ 한 가지 재해유형을 한부처가 지속
적으로 담당하므로 경험축적 및 전
문성 제고에 용이
Ÿ 한 사안에 대한 업무 과다 방지

Ÿ 재난 발생시 총괄적 자원동원과
신속한 대응성 확보
Ÿ 자원봉사자 등 가용자원을 효과적
으로 활용

단점

Ÿ 복잡한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한계
Ÿ 각 부처간 업무의 중복 및 연계 미흡
Ÿ 재원마련과 배분의 복잡성

Ÿ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름
Ÿ 부처이기주의 및 기존 조직들의
반대가능성이 높고 업무와 책임이
과도하게 한 조직에 집중됨

재난대응

자료: 고경훈 외(2020).

협력적 거버넌스형 재난관리체계와 통합형 안전관리가 필요한 현시점에서는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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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관리에 있어 지방의 역할
재난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다시 광역과 기초로 구분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광역의 재난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해구호법｣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이행하게 됨(김영희･최상옥･이영민, 2018)
광역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걸쳐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 지역
구호센터의 구축 및 운영, 재해구호물자의 관리 및 배분, 임시주거시설 관리
및 제공, 재해구호예산 관리,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실시, 재해구호 교육 및 훈련
의 역할을 담당함(행정안전부, 2017)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① 전국의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등의 민간구호단체, 협약기업과 협력하여, 정부 부처,
유관기관, 민간구호단체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
② 지방자치단체는 평상시에 구호물자를 비축하고 관리하며, 구호물자를 접수하고, 배분하고,
운영하는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이재만 발생 시에는 이재민 구호 활동을 수행하고,
구호물자를 접수･배분･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함
③ 평상 시 민간구호단체의 구호차량이나 구호물자, 자원봉사인력 등의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민관 협력기관과 재해구호물자 지원에 대한 협의를 담당함. 재해구호자원시스
템을 통해 재해구호물자의 보관창고 지정 및 관리, 긴급 구매업체 지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이재민 발생 시에는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재난
발생 지역의 구호차량, 구호물자, 자원봉사인력 등의 지원 상황과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함
④ 평상시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하고 관리하
며, 재해구호자원시스템 전산에 그 현황을 등록･관리하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함. 이재민 발생 시에는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등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함
⑤ 평소에 이재민 심리회복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연락체계를 정비하다가 이재민 발생 시에는 심리회복을 위한 서비스
를 지원하고, 그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 전문 심리상담가를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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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평소에 재해구호기금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립하였다가, 재난 및 이재민 발생 시
응급구호를 위한 재해구호기금과 재해구호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여 신속히
지원함
⑦ 평상시 대규모 재해발생 시 교통두절이나 고립이 예상되는 지역의 이재민을 위한 재해구호
물자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헬기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
여, 이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⑧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등에 대한 위생지도,
재해로 사망한 자의 장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문영주, 2020)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을 지원하며 통합성, 유기성, 협력성, 학습성, 현장 대응
성을 확보하는 임무를 부여 받음(양기근, 정원희, 강창민, 2006)
기초자치단체가 재난에 대응하여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요건 중 하나인 전
문성을 확보해야 함
-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응매뉴얼의 현실성 정도, 재난관리 담당인력의 적정성,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교육훈련의 정도, 장비구비 정도 등의 요소가 강조됨(박동균, 2008)

②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나 책임기관의 선정, 업무 수행
시 관계기관 및 관계자들 간 원활한 협조･조정 체계를 책임 있게 구성해야 함
- 재난관리 업무와 예산집행의 중복성, 지휘체계의 혼선정도, 관리체계의 통합성, 법령의
통합관리체계, 담당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 여부 등의 요소가 강조됨

③ 재난관리에 대한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며, 재난관리 기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적인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함
- 중앙과 지방의 협력 정도, 재난 관련 부서와의 협조 정도,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정도, 재난 시 민간단체의 도움 등의 요소과 강조됨

④ 초기대응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대응성의 확보가 매우 필요함
- 재난발생 지역 단체장의 리더십, 재난발생 지역 의회의 관심, 재난발생 지역 보도기관의
협력, 재난발생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 등의 요소가 강조됨.(문영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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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응한 지방의 역할 중 광역은 소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재난을
통제,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재난구호 물자 및 재난관리자원을 충실히
비축해 놓아야 하고, 재난 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활용하여 재난구제 및 복구에
집중해야 함
이러한 광역의 미션 차원에서 살펴볼 때 광역방재거점센터의 신축 및 31개 시
군과 연계한 비축창고의 효과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그림 3-9] 대한민국 현장 중심 대응 체계도

자료 : 행안부b(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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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관련 예산
최근 5년간 재난안전 예산은 연평균 3.6%의 증가 추세를 보임
미세먼지, 사업장 산재, 자살 등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분야와 도로 시설,
철도 설비 등 노후기반시설에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음
[표 3-9] 연도별 재난안전 예산 현황
(단위 : 조원)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난안전 예산

14.7

14.6

14.3

15.2

15.9

17.5

자료: 행안부b(2020).

[그림 3-10] 연도별 재난안전 예산 규모 추세

재난관리의 역할이 지방에도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하여 재난관
리기금과 재해구호관리기금을 운용토록 되어 있음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전국 재난관리기금은 총 8조 2,528억원 규모가 적립
되어 있음
이중 광역이 5조 3,401억원으로 64.7%를, 기초가 2조 9,184억원으로 35.3%
를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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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은 확보 기준액에 따른 의무 예치액을 15%로 설정하고 있으며,
매년 적립과 사용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사용가능액은 총 2조
1,153억원 규모이며 광역이 1조 2,956억원을 기초가 8,197억원을 확보하고
있음

경기도는 2조 1,124억원을 확보해 전국 대비 25.6%의 확보율을 보임
본청이 1조 738억원을, 기초가 1조 386억원을 확보하고 있음
한편 사용 가능액은 7,774억원으로 전국대비 36.7%수준이며, 본청이 3,759억
원, 기초가 4,014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0] 2019년 말 기준 전국 자치단체 재난기금 적립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전국

경기

총계
광역
기초
총계
광역
기초

자치단체
적립액
82,585
53,401
29,184
21,124
10,738
10,386

총사용액

적립금잔액

사용가능액

50,441
33,168
17,273
10,617
5,571
5,046

32,144
20,233
11,911
10,507
5,167
5,340

21,153
12,956
8,197
7,774
3,759
4,014

자료: 행안부a(2020).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의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광역에 설치하여 재난이 발생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목적을 가짐
2019년 말 전국 기준 수입액은 1,408억원이고 지출액은 287억원으로 2019년
연말 잔액은 2018년 연말잔액 1조 1,333억원 대비 1,120억원이 증가된 1조
2,453억원 규모임
경기도는 수입액이 446억원이고 지출액이 15억원으로 2018연말 잔액 2,461
억원 대비 430억원이 증가한 2,891억원 규모임
- 경기도의 2019연말 잔액은 전국 대비 23.2%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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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2019년 재해구호기금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8
연말잔액

2019
수입액

2019
지출액

2019
연말잔액

전국

11,333

1,408

287

12,453

경기도

2,461

446

15

2,891

경기도비중

21.7

31.7

5.2

23.2

자료: 행안부a(2020).

3. 해외 재난관리체계
1) 에히메현(愛媛縣) 광역방재활동계획(2021.3)
(1) 광역방재활동계획
광역방재활동계획의 목적
에히메현과 내부 기초자치단체 간 ‘광역방재･감재 대책 검토 협의회’를 설치하
였고, 광역방재지원의 중심인 ‘광역방재거점’을 선정하고, 광역방재 지원 절차
를 정한 ‘에히메현 광역방재활동요령’을 수립
- 주요 내용: 광역방재거점 선정, 구조기관의 거버넌스구축 대응, 지원물자의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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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에히메현(愛媛縣) 광역방재 대응체계

자료 : 愛媛縣(2021). 愛媛縣廣域防災活動要領. p.1.

(2) 광역방재거점
광역방재거점의 선정 기준 및 조건
광역방재거점의 개념과 선정 기준
- 광역방재거점에 대한 법령 상 정의는 없음
- 에히메현은 광역방재거점에 대해 ‘진출･활동거점’과 ‘물자거점’으로 구분하여 정의함
① 진출･활동거점: 소방, 경찰, 자위대 등 기관이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거점으로 각지역의 중심적 거점이 되는 ‘진출거점’, 재해지역에 근접한 장소에 설치하는
‘활동거점’으로 구분
･ 진출거점: 각 기관이 집결하여 재해지역에 필요한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기 위한 중심거점
으로 대체시설을 포함하여 현내 3개 권역에 각 2개소씩 선정
･ 활동거점: 재해지역에 근접한 지역에서 지원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진출거점에서 먼
지역에 분산하여 필요 장소를 선정
② 물자거점: 중앙이나 타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물자를 지원 받고, 보관하며 현내 기초단체
로 배송하기 위한 거점이며 대체시설을 포함하여 현내 3개 권역에 2개소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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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방재거점 선정을 위한 입지 및 시설 조건
- 입지조건: 츠나미･침수 지역을 제외하며 토사 재해 위험성이 없는 곳, 고속도로 부근
등 교통접근이 유리한 곳, 도로폭이 넓으며 주택밀집지를 제외한 곳, 유관기관 간 연계가
용이한 곳 등
- 시설조건: 공공시설일 것, 옥외 10,000㎡ 옥내 1,000㎡ 이상의 면적과 건물일 것, 건물은
반드시 내진설계가 포함될 것, 6개월이상 지속적 사용 가능할 것, 기타 방재관련 지정시설
과 중복되지 않을 것 등

광역방재거점 선정
진출･활동거점
- 동부권: 山根공원, 小松중앙공원, 아웃도아오아시스(이상 진출거점), 今治서부구릉공원,
야마지풍공원(이상 활동거점)
- 중부권: 현립종합운동공원, 생애학습센터･청소년센터, 웰피아센터(이상 진출거점),
久万공원운동장, 미치노역(이상 활동거점)
- 남부권: 丸山공원, 西預市宇和운동공원(이상 진출거점), 大州지구운동공원,
伊方町民운동장, 鬼北종합공원 (이상 활동거점)
[그림 3-12] 진출･활동거점 체계

자료 : 愛媛縣(2021). 愛媛縣廣域防災活動要領.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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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거점
- 동부권: 山根공원, 아웃도아오아시스
- 중부권: 현립종합운동공원, 생애학습센터･청소년센터, 에히메국제무역센터
- 남부권: 西預市宇和운동공원, 宇和島市종합교류거점시설
[그림 3-13] 물자거점 체계

자료 : 愛媛縣(2021). 愛媛縣廣域防災活動要領. p.3.

광역방재거점의 운영
광역방재거점은 각 지방국에 설치된 지방본부가 소관
진출･활동거점은 원칙적으로 시설직원의 협력하에 구조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연락관으로 지방본부직원 2명을 파견함
물자거점은 지방본부에 조직된 광역물자거점대책반이 운영하며, 대책반의 광역
단체직원이 운영함
광역방재거점 운영상 직원이 부족한 경우 지방국의 인원을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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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방재거점의 사용
대규모 재해 발생시 광역방재거점 시설의 사용
- 대규모 재해 발생시 광역단체로부터 시설소유자에 대해 요청을 하며 광역방재거점 선정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
- 광역단체가 시설을 사용시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사용기간 동안의 광열수도비용은 광역
단체가 부담함

재해가 없는 평시 사용
- 광역단체, 시설소유자, 시설관리자는 평시 긴급연락망을 상시 구축하고, 재해 발생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정기적인 관리 점검함
- 시설소유자는 광역방재거점 시설에서 유관기관의 조사 및 훈련 활용에 협력함
- 시설소유자는 광역방재거점 시설에 대한 변경 발생시 광역단체와 협의함

재해 발생시 광역방재거점의 활용
진출 및 활동거점 구축
- 광역단체 본부는 재해 발생시 파견의뢰 지역에 대한 진출 및 활동거점을 위해 선정된
시설의 관리자에게 확인, 주변 도로상황 확인, 파견 인력 및l 물자 규모 등 정보수집을
하여 최종 거점을 선정
- 기초단체는 재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광역단체 본부와 정보를 공유함

진출 및 활동거점의 개설 준비
- 지방본부는 선정된 거점시설에 연락관을 파견함
- 광역단체 본부는 최신 교통상황을 참고하여 거점까지의 진출노선을 확보하고 구조기관에
진출 경로를 전달
- 거점 시설관리자는 연락관과 협력하여 시설의 개폐, 출입금지구역 등을 설정

진출 및 활동거점의 개설
- 광역단체 본부는 중앙의 지방본부, 기초단체, 관계기관 등에 진출 및 활동거점의 개설을
통지함
- 지방본부는 구조기관을 거점까지 유도하고, 주변 피해 상황, 교통통제 상황, 헬기 및 병원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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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 및 활동거점의 운영은 지방본부 연락관과 시설관리자의 협력을 얻어 구조기관이
직접 운영함
[그림 3-14] 재난재해 구조기관 이동 경로

자료 : 愛媛縣(2021). 愛媛縣廣域防災活動要領. p.19.

(3) 광역방재거점의 지원물자 시스템
지원물자의 공급
광역단체 본부 및 지방본부
- 광역단체 본부는 물자의 조달, 관리, 수송 등에 관한 협정 담당자로 구성된 ‘식료물자대응
팀’을 설치하여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한 업무 대응
- 식료물자대책팀은 물자지원협정업자, 광역트럭협회, 광역창고협회, 광역냉동협 회 등을
통해 물류전문가와 광역단체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피해상황 및 지원 여부 및 수량, 연락
등 물자수송에 대한 전체를 총괄함
- 식료물자대책팀은 기초단체 물자거점에 대한 운영 및 연락망을 구축하고, 물자 집적장소
상황 파악, 제공 가능한 물자 수량, 재고량, 필요 물자량 등을 조사하여 총괄본부에 보고함
- 지방본부는 광역물자거점대책반을 중심으로 광역방재거점(물자거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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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대책 본부
- 개별 기초단체는 재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물자지원에 관하여 관내에서 우선 조달하고,
부족한 물자는 광역단체 식료물자대응팀에 지원을 요청함
- 부족한 물자지원 요청시 품목, 수량, 배송처, 배송희망일시, 연락처 등을 보고함
-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부족한 물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
운 경우 필요물자를 예상하여 식료물자대응팀에 지원 요청함

물자공급계획서 작성
- 광역단체 본부의 식료물자대응팀은 개별 기초단체에서 물자지원 요청을 정리한 물자공급
계획서를 작성함
- 물자공급계획서는 기초단체 지원요청 물자, 영유아 및 노약자를 위한 물자, 계절 관련
필요 물자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정보를 공유함

물자거점의 운영
광역단체 본부 및 지방본부
- 광역단체 본부는 물자의 조달, 관리, 수송 등에 관한 협정 담당자로 구성된 ‘식료물자대책
팀’을 설치하여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한 업무 대응
- 지방본부는 광역단체 본부에 대해 거점 물자 보관 상황, 주변 재해 상황, 도로 통제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함
- 지원물자 공급에 필요한 기능 완비
･ 입하, 보관, 출하, 수송 등
- 지원물자거점 역할 분담
･ 총괄: 광역 공무원
･ 운영관리, 출하관리, 재고관리, 작업: 물류전문가, 광역 공무원
･ 경비 및 수송 차량 관리: 광역 공무원, 경비업체

조달요청 및 운송
광역단체 식료물자대책팀은 물자공급계획에 따라 필요한 물자 수량과 광역단체
관내에서 조달가능한 물자량을 확인하고 관내에서 조달 불가능한 경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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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타 광역단체에 물자의 지원을 요청함
수송은 차량은 물론 선박, 철도, 항공기 등 모든 수송 수단의 활용을 검토함
광역단체 비축물자 수송
- 지방본부는 물자공급계획에 따라 각 지역에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개별 기초단체의 물자집
적장소 또는 피난소로 반입
- 비축물자 수송은 원칙적으로 지방본부가 공용차를 이용하여 실시하지만, 수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식료물자대응팀을 통해 광역트럭협회에 협력을 의뢰
･ 광역 비축장소(광역 수송) → 기초단체 물자집적장소(기초 수송) → 피난소
･ 광역 비축장소(광역 수송) → 피난소

협정업자로부터 조달･수송
- 식료물자대책팀은 물자공급계획에 따라 각 협정업자에게 물자의 조달을 요청함
･ 협정업자 → 기초단체 물자집적장소(기초 수송) → 피난소
･ 협정업자 → 피난소
･ 협정업자 → 물자거점(광역 수송) → 피난소

국가로부터 조달･수송
- 광역단체 식료물자대책팀은 국가의 재해담당 창구와 연락을 취하여 필요한 물자의 품목,
수량, 배송처, 배송일시, 연락처 등을 확인함
･ 국가(국가 수송) → 물자거점(광역 수송) → 기초단체 물자집적장소(기초 수송)
→ 피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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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재해 발생시 지원물자 관련 광역정부의 역할

자료 : 愛媛縣(2021). 愛媛縣廣域防災活動要領. p.26.

타 광역단체에 의한 지원
- 대규모 재해시 타 광역단체에 의한 상호지원을 위한 광역지원협정을 체결함
- 식료물자대책팀은 광역지원협정에 따라 개별 광역단체의 재해담당 창구와 연락을 취하여
필요한 물자의 품목, 수량, 배송처, 배송일시, 연락처 등을 확인함
･ 타 광역단체(타광역 수송) → 물자거점(광역 수송) → 기초단체 물자집적장소(기초 수송)
→ 피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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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물자 종류
- 식료: 쌀, 빵, 가공식품, 요양식품, 물, 음료, 영유아분유 등
- 의복: 속옷, 셔츠, 바지, 방한복, 신발, 실내화 등
- 가전제품: 선풍기, 에어콘, 냉장고, 청소기, 건조기, 세탁기, 건전지 등
- 생활용품: 목욕용품, 휴지, 생리용품, 기저기(영유아용, 성인용), 베게, 모포, 이불, 이동식
간이 화장실, 수건, 매트리스, 우산, 위생 마스크, 위생비닐, 장갑, 세제비누(세면용, 세탁
용), 칫솔, 쓰레기봉투, 분리수거용품, 모기약, 부엌용품, 베이비용품 등

[그림 3-16] 에히메현(愛媛縣) 광역방재 지원물자 운송체계

자료 : 愛媛縣(2021). 愛媛縣廣域防災活動要領.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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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해외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 중앙-지방 또는 광역-기초의 종합적인 관리체계와 병행하여 현지성과 현
장성을 중심의 재난방재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중요함
- 무엇보다 현지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갖춘 종합적 재난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임
- 다양하게 나타나는 재난의 발생 양태와 발생원인, 재난의 발전 방향 등은 당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응 필요
- 또한 산업사회의 진입에 따른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예측되지 못했던 사회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의 관리는 지시와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전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현장에서 재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대응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위한
비축물자의 관리, 구급, 구조, 복구 등의 역할은 지방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때 그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음
- 재난관리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중심의 재난관리 및 대응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둘째, 현장중심의 재난방재 대응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지역내
협력체계하에 상시 및 유사시 대응 태세 구축이 필요함
- 지역 여건의 차이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이를 포괄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찰, 소방, 안전 관련 공공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지역 안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이후 논의하게 되는 재난방재 관련 물자의 관리 역시 현장 대응성에 초점을 두고 지역밀접
성이 강한 지방정부에서 재난방재비축물자를 관리함이 유효함
- 한편, 근래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민간부문의 역할로 재난에 대응하여 필요한 물자와
구호를 위한 봉사와 지원은 재난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나라도 국민참여형
재난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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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방재 비축물자 관리 및 운영실태 분석

1. 경기도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배경
2016년 3월과 5월에도 울산시에서 규모 3.8과 5.0의 지진이 발생하였음
2016년 9월 경상북도 경주시 남서쪽 8, 9km에서 두 차례 발생한 지진으로,
각각 리히터 규모 5.1과 5.8의 강진이 발생하였음
이는 1978년 대한민국의 지진 관측이 시작된 후 일어난 지진 가운데 최대 규모
의 지진임
2017년 11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함
경상북도와 울산 지진으로 인한 주민의 트라우마 확산, 지역내 피해와 복구,
재난대응 등에 대한 대책 필요성 제기
2016년과 2017년에 연이은 대규모 지진 발생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로인한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 대책마련 필요
이에 따라 지진에 대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재난대
응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경기도 실정에 적절한 지진 종합대책 수립이 요구됨

2016년 11월 ‘경기도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수립 목적
- 실제상황에서 작동 가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성, 재원한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진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 지진대비, 지진대응, 향후 추진계획 등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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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및 추진 전략
- 첫째, 재난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고(自助) 동시에 상호 협력(共助) 강화 추진
･ 어린이집 초중학교 지진대응 등 재난 자조 교육 강화 의식전환
* 일본은 유치원때부터 지진싸이렌 및 재난대책 교육 실시
･ 재해대책기본법상 주민책무 스스로 재난예방 의무 법제화 건의
･ 지역별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지역단체 등 활용 강화
- 둘째, 지방방재 대책 관련 사업추진의 투자방향 설정과 단계적으로 순차적 추진
･ 지역별 안전센터 및 읍면동 등 다수 구호물품 비축 검토
･ 광역방재활동 거점 운영 도내 광역거점 개소 동 남 북 권역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재정여건상 막대한 재원을 일시에 투자할 수 없는 점을
고려 시설물 중요도와 위험성 등에 따라 추진
- 셋째, 가시적 성과 달성이 가능한 매뉴얼 개선 등은 조속하게 시행 추진
･ 재난시 민방위 싸이렌 실제 활용방안 강구(경주 지진시 미활용), 가청율(현재 73%)
확대 추진
･ 재난안전정밀타게팅 관련 사업 조속 추진
･ 재난대응 매뉴얼 다국어 제작 추진(도내 출입국관리사무소(수원, 평택),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30개소, 외국인복지센터 7개소, 안산 다문화지원본부 등 배포)

부문별 세부 추진과제
- ‘지진대비’ 부문 세부 추진과제
･ 정보 제공 서비스
: 화산단층 정보 등 지진 위험지도 제작 및 활용, 건축물 등 내진 정보 제공 서비스
･ 공공 기반시설 등 내진 보강 및 안전점검 강화
: 공공건축물, 교량, 상하수도시설, 대형 저수지, 도시가스 시설 등 내진보강 및 안전점검
추진･관련 법령 및 조례 입법 추진 제도개선 건의
: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 지자체 이양, 재해대책기본법 상 주민책무 스스로 재난 예방
의무 법제화 건의안 마련, 자동차 재난 관련 의무 법제화 건의안 마련, 지진대응 재난
교육 훈련 법제화 건의안 마련, 자율방재단 활동 및 지원조례 개정(지진발생시 구호
물자 물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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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대응’ 부문 세부 추진과제
･ 재난대응 훈련 및 통보
: 재난대응 매뉴얼(다국어 포함) 제작 보급, 아동용 재난대응요령 책자 및 동영상 교재
제작 보급, 공직자 재난 안전 역량 강화
･ 재난대응 물자･시스템 강화
: 안전세트 제작 및 판매, 지역별 안전센터 복구장비 및 구호물품 비축, 광역방재활동
거점 설치 및 운영, 재난통제 지휘부 긴급통신망 확보
･ 대피 및 신속대응 시스템 강화
: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재난 알림 및 타케팅 사업 추진, 재난시 민방위 사이렌
활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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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 설치
경기도, 2018년 전국 최초 ‘광역방재 거점센터’ 설치
경기도는 2016년 지진발생 대책마련으로 ‘경기도 지진방재 종합대책(2016년
11월)’을 마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
리)’ 에 근거하여 전국 최초로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를 설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정보
2. 그 밖에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년 4월 경기도는 광주시 곤지암읍에 3,170㎡ 규모를 갖춘 동부권 광역방
재 거점센터를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음
- 위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면적 3,170㎡)
- 용역사: 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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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 통합 관리 추진
2021년 1월 경기도는 광역방재거점센터를 광주시에서 이동하여 여주시 대신
면에 3,388㎡ 규모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위치: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면적 3,388㎡)
- 용역사: L사

2021년 9월 현재 경기도는 광역방재거점센터 1개소, 31개 시군에 방재비축창
고 6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음
[표 4-1]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 추진 경위
추진 일정

주요 내용

2016.11.

Ÿ ‘경기도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Ÿ 주요 사업 중 2017년말 광역방재활동 비축거점, 지역별 장비물품 비축
거점 사업 추진

2017.10.

Ÿ

방재비축물자 구매 개시

2017.12.

Ÿ

경기도 광역거점센터 관리운영 용역 착수

2018.04.

Ÿ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 개소

2019.07.

Ÿ

방재비축창고 개소

2019.10.

Ÿ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 통합관리 추진

2020.01.

Ÿ

재난수습부서, 소방재난본부 등 창고시설 공유

2020.09.

Ÿ
Ÿ

행안부 ‘경기도 비축물자 관리모델’ 전국 확산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대응물자 비축 중요성 확대

2021.01.

Ÿ

광역방재거점센터 이동 및 용역사 변경

2021.09.

Ÿ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 1개소, 방재비축창고 60개소

자료: 경기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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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시설현황
광역방재거점센터 시설개요
[표 4-2]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 시설개요 현황
구분
위치

내용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1303

시설 규모

10,765㎡(지상1층)

층고
도크 시설
주요설비
접근성
인근 IC

9~10M
전용 도크 2개
팔레트랙(3~4단), 소방･보안설비 등
광주원주, 중부내륙고속도로 인접
대신IC, 북여주IC, 동여주IC

내진 성능

내진등급 Ⅶ-7등급(건축물대장)

운영계획
보관 수량

약 1,000평(지상1층) 내외
1,513 팔레트

비고
19.10.02 준공
총 33,456㎡
(지하1~지상2층)
컨테이너 접안가능
전용 CCTV
경기도전역 2시간 거리
최대지반가속도
0.113~0.264
추가 예상 보관 수량 포함

자료: 경기도 자료 참조.

광역방재 거점센터 위치: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303
[그림 4-1] 광역방재 거점센터 위치 지도

자료: 네이버 지도 검색(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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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방재 거점센터 비축물자 세부 구역
[그림 4-2] 거점센터 비축물자 세부 구역 안내

자료: 경기도 자료 참조.

광역방재거점센터 보관 현황
[표 4-3] 보관 물품 현황
구분
생활지원

A01
A02
A03

구급장비

A04

복구지원

A05
A06

구조장비

A07

안전자재

A08

주요 보관 물품
메트리스, 재해용 텐트, 천막용 방수포
메트리스, 재해용 텐트
담요, 침낭, 간이침대, 대형텐트, 수건, 목장갑
압북붕대, 아이스팩, 정맥주사바늘, 보온용 모포,
검안라이트, 표면살균소독제
각종 공구, 자전거, 구명조끼, 난방기구, 1회용 화장실,
양수기, 조립실 리어카, 우비
투광기, 사다리, 안전휀스, 개인보호복, 헬멧, 흡착포
발전기, 열화상 카메라, 체인톱, 콘크리트 스캐너, 구조용
삼각대, 구조용 하강기
개인보호복, 소방특수방화복, 소방안전화, 응급구호세트,
고글

팔레트수
238
210
288
123
162
158
39
219

자료: 경기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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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방재거점센터 관리시설
- 소방설비
: 소방실, 방화벽,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 보안설비
: 내부 물품 및 시설 관리 모니터실, CCTV, 보완업체 시설 등
- 기타설비
: 전기실, 비상발전기, 수신기, 제세동기 등
[그림 4-3]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관리 설비

자료: 경기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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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 외관 및 사무실 모습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외관1>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외관2>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외관3>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외관4>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입구>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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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 내부 모습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내부3>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내부4>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내부5>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물품 목록 및 QR코드1>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물품 목록 및 QR코드2>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물품 전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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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 내부 모습2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물품 전시2>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물품 전시3>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물품 전시4>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물품 전시5>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물품 보관1>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 물품 보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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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방재비축창고 시설 현황
위치: 경기도내 31개 시군 60개소
면적 및 구조
- 60개소 총면적 2,509㎡
- 1개소 면적 41.82㎡(12.3m × 3.4m)
- 구조: 경량철골(난연 1급 판넬, 내진 적용)

건축비: 1개소당 3,600만원
[그림 4-7] 경기도 지역별 방재비축창고 모습

<경기도 방재비축창고 외관1>

<경기도 방재비축창고 외관2>

<경기도 방재비축창고 내부>

<방재비축창고 품목 및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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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방재 비축물자 관리 및 운영실태
광역방재 비축물자 관리 및 운영
경기도 광역방재 비축물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
- 광역방재거점센터 1개소, 지역별 방재비축창고 60개소

관리운영: 물류전문업체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 L사
비축물자: 109개 품목 1,423천개(2021.6.30.)
[표 4-4] 비축물자 재고
구 분

합 계

구조장비

구급장비

복구물자

생활지원

합계

1,422,881

799

1,071,342

235,704

115,036

거점센터

1,245,126

319

1,068,342

115,429

61,036

비축창고

177,755

480

3,000

120,275

54,000

자료: 경기도 자료.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 비축물자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는 여주시 대신면에 위치
- 면적 : 3,388㎡(사무실 등 부대시설 포함)
- 보관능력 : 현재 사용 1,900파렛트(최대 3,200파렛트 사용 가능)

광역방재거점센터 관리 용역 경비(방재비축창고 관리포함)
- 563백만원(관리용역 477백만원, 무인경비 86백만원)

비축물자 주요품목 : 품목 107개, 수량 1,245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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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광역방재거점센터 비축물자 주요 품목
구분

품목

주요 품목

활용

구조장비

20종

열화상카메라, 유압구조장비, 구조용삼각대, 무전기

구급장비

37종

혈압계, 마스크, 손소독제, 방호복 레벨D, 가변형들것

구조･
구급
요원

복구지원

59종

양수기, 투광기, 랜턴, 안전모, 난방기구, 고압세척기

생활지원

10종

재해용 텐트, 매트리스, 침낭, 간이침대, 수건 등

이재민,
복구지원

자료: 경기도 자료.

지역별 방재비축창고 비축물자
지역별 방재비축창고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60개소
- 면적: 41.82㎡(12.3m×3.4m), 총면적 2,509㎡
- 구조: 경량철골구조(난연1급 판넬, 내진적용)

방재비축창고 설치 비용: 1개소당 36백만원
비축물자 주요품목: 품목 58개, 수량 178천개)
[표 4-6] 방재비축창고 비축물자 주요 품목
구분

품목

주요 품목

활용

구조장비

5종

유압잭, 발전기, 구조용 하강기 등

구급장비

2종

가변형 들것, 화상 스프레이 등

구조･
구급 요원

복구지원물품

47종

양수기, 랜턴, 삽, 곡괭이, 철제지렛대 등

생활지원물품

7종

재해용 텐트, 매트리스, 방수포, 수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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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복구지원

[표 4-7] 비축물자 보유물품 수량(2021.6.30.)
구분

품명

계

구매
거점센터 비축창고

계

실지원
거점센터 비축창고

계

현재고
거점센터 비축창고

126개
계
1,718,2441,539,254178,990295,363294,128 1,235 1,422,8811,245,126177,755
품목
1 열화상카메라
1
1
1
1
2 유압엔진펌프
1
1
1
1
3 유압원형절단기
1
1
1
1
4
유압톱
1
1
1
1
5
유압착암기
1
1
1
1
6
엔진톱
1
1
1
1
구 7 콘크리트스케너
10
10
10
10
조 8 방화문파괴기
10
10
10
10
장 9
체인톱
67
7
60
67
7
60
비 10
발전기
80
20
60
80
20
60
11 구조용삼각대
95
35
60
95
35
60
2 12
유압잭
75
15
60
75
15
60
0 13 충격식착암기
2
2
2
2
140
20
120
11
11
129
9
120
종 14 구조용로프
15 구조용하강기
270
150
120
270
150
120
16 이동식충전조명등
5
5
5
5
17 개인유해가스경보기 20
20
20
20
18 라이트라인
5
5
5
5
19 통화식무전기
20
20
20
20
20 화생방이송낭
5
5
5
5
21
양수기
115
55
60
115
55
60
22 수중양수기
115
55
60
115
55
60
23 난방기구(가스)
20
20
20
20
24 난방기구(등유)
20
20
20
20
25
랜턴
425
125
300
20
20
405
105
300
26
헤드렌턴
425
125
300
150
125
25
275
275
복 27 투광기(4구)
180
60
120
180
60
120
구 28
코드릴
525
225
300
525
225
300
지 29
우비
4,950 3,150 1,800
20
20
4,930 3,130 1,800
원 30
장화
1,650 1,050 600
400
400
1,250 650
600
31
절연장갑
375
75
300
375
75
300
사체낭
100
100
50
50
50
50
5 32
200
200
200
200
9 33 호스(릴호스)
3,650 650 3,000
3,650 650 3,000
종 34 물통(접이식)
35
확성기
375
75
300
375
75
300
36 위험테이프
4,250 1,250 3,000 792
792
3,458 458 3,000
37 야외용라디오
295
115
180
295
115
180
38
신호봉
750
150
600
30
30
720
120
600
39
안전휀스
725
425
300
725
425
300
40
라바콘
1,700 500 1,200
1,700 500 1,200
41 헬멧(안전모)
1,325 1,025 300
1,325 1,025 300
42
방진안경
1,000 1,000
1,000 1,000
43 방진마스크
6,250 3,250 3,000
6,250 3,25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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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실지원
현재고
계 거점센터 비축창고 계 거점센터 비축창고 계 거점센터 비축창고
44 내화학장갑
100
100
100
100
45 오염물폐기세트 100
100
100
100
46
구명부환
425
125
300
46
46
379
79
300
47
구명조끼
425
125
300
46
46
379
79
300
48
사다리
295
115
180
295
115
180
49 고압세척기
15
15
5
5
10
10
50 휴대용가스레인지 230
110
120
230
110
120
51 휴대용연료
950
350
600
950
350
600
52
코펠set
100
100
100
100
53 휴대용화장실 1,500 300 1,200
1,500 300 1,200
1회용
54
18,000 6,000 12,000
18,000 6,000 12,000
휴대용화장실
55 1회용체온계 52,500 22,500 30,000 22,500 22,500
30,000
30,000
56 화상스프레이 1,700 500 1,200 1,700 500 1,200
57
가루비누
525
225
300
525
225
300
58 치약,칫솔set 33,000 21,000 12,000 200
200
32,800 20,800 12,000
59 1회용세정용품 46,000 22,000 24,000
46,000 22,000 24,000
60
삽
1,800 600 1,200 319
319
1,481 281 1,200
61 넉가래(제설용) 1,500 300 1,200 265
265
1,235
35
1,200
62
곡괭이
850
250
600
850
250
600
63 철재지렛대
425
125
300
425
125
300
64
톱
425
125
300
425
125
300
65
해머(핸들)
425
125
300
425
125
300
66
대형해머
425
125
300
425
125
300
67
손도끼
425
125
300
425
125
300
68
빗자루
850
250
600
187
187
663
63
600
69 조립식리어카
85
25
60
85
25
60

구분

복
구
지
원
5
9
종

품명

70

핸드카트

115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수동절단기
쇠갈고리
자전거
흡착포(유류용)
흡착포(화학용)
모래마대
흡수성순간마대
개인보호구setC
개인보호구setD
대형텐트

85
375
50
100
50
23,000
21,920
2,000
48,250
20

81

침낭

500

55

500

생 82
간이침대
200
200
활
83 재해용텐트
8,250 5,250
지
84 천막용방수포(내) 4,250 1,250
원
85
메트리스
11,500 5,500
1 86
0 87
종 88
89

60

-

-

-

115

10
-

85
375
50
99
50
16,035
18,718
1,168
33,244
16

40

-

460

25
60
75
300
50
100
1
1
50
11,000 12,000 6,965 6,965
15,920 6,000 3,202 3,202
2,000
832
832
48,240 10 15,006 14,996
20
4
4
-

40

55

60

25
60
75
300
50
99
50
4,035 12,000
12,718 6,000
1,168
33,244
16
460

-

-

-

-

-

200

200

-

3,000

230

230

-

8,020

5,020

3,000

3,000

50

50

-

4,200

1,200

3,000
6,000

6,000

260

260

-

11,240 5,240

33,000 21,000 12,000

300

300

-

32,700 20,700 12,000

휴지

12,500 6,500

300

300

-

12,200 6,200

담요

28,000 16,000 12,000

-

-

-

28,000 16,000 12,000

목장갑

18,000 6,000 12,000

-

-

-

18,000 6,000 12,000

수건(타올)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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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구매
실지원
현재고
계 거점센터 비축창고 계 거점센터 비축창고 계 거점센터 비축창고
90
패드부목
20
20
20
20
91 백밸브마스크
10
10
10
10
92 긴척추고정판
5
5
5
5
93 가변형들것
140
140
130
130
10
10
94
혈압계
10
10
10
10
95
체온계
171
171
10
10
161
161
96
청진기
10
10
10
10
97 혈당측정기
10
10
10
10
98 인명소생가방
10
10
10
10
99
지혈거즈
200
200
200
200
100
화상거즈
50
50
50
50
101
멸균거즈
2,000 2,000
2,000 2,000
102 압박붕대(4inch) 12,000 12,000
12,000 12,000
103 압박붕대(6inch) 12,000 12,000
12,000 12,000
104응급처치용아이스팩 1,500 1,500
1,500 1,500
105 응급처치용핫팩
150
150
150
150
106 경추보호대(성인)
70
70
70
70
107 경추보호대(소아)
30
30
30
30
108 정맥주사세트
200
200
200
200
정맥주사바늘
109
20
20
20
20
(18g)
정맥주사바늘
110
10
10
10
10
(22g)
정맥주사바늘
111
7
7
7
7
(24g)
성문외기도유지기
112
30
30
30
30
size3
성문외기도유지기
113
70
70
70
70
size4
114 보온용모포
50
50
50
50
115 일회용모포
4,250 1,250 3,000
4,250 1,250 3,000
116 검안라이트
20
20
20
20
117 혈당측정용스틱
100
100
100
100
118
멸균시트
7,200 7,200
1,200 1,200
6,000 6,000
119
분만세트
5
5
5
5
120
소독티슈
4,926 4,926
900
900
4,026 4,026
121 1회용마스크 100,000100,000
- 100,000100,000 122 N95마스크
10,000 10,000
7,100 7,100
2,900 2,900
123 비멸균장갑(S) 92,500 92,500
36,350 36,350
56,150 56,150
124 비멸균장갑(M) 92,500 92,500
35,950 35,950
56,550 56,550
125
손세정제
10,000 10,000
1,230 1,230
8,770 8,770
126 KF94마스크 962,500962,500
55,720 55,720
906,780906,780
-

구분

구
급
장
비
3
7
종

품명

자료: 경기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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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물자의 보관 및 운송 구조
방재비축물자는 광역방재거점센터와 지역별 방재비축창고에 보관되며, 재난지
역의 비축물자 지원 요청에 의해 재난지역으로 운송됨
비축물자 운송은 상황에 따라 광역방재거점센터 또는 방재비축창고의 비축물자
를 재난지역으로 지원함
초기대응에 있어서 지역의 방재비축창고의 비축물자를 사용하고, 부족･필요 물
품은 광역방재거점센터의 물품으로 지원함
[그림 4-8] 방재물자의 보관 및 운송 흐름

자료: 경기도 자료 참조.

광역방재거점센터의 주요 업무
광역방재거점센터의 주요 업무는 광역방재거점센터 운영, 지역 비축창고 관리,
방재물자 운송 등 세 가지로 구분됨
첫째, 광역방재거점센터 운영 업무
- 생활지원, 구호장비 등 방재물자의 보관 및 관리
- 거점센터 보안, 화재 관리 및 온도 습도 관리
- 거점센터 내외부 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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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별 방재비축창고 관리 업무
- 방재비축창고 및 방재비축물자 관리
- 정기적 창고 점검 및 주변 환경 관리
- 비축창고 보안 및 온도 습도 관리

셋째, 방재비축물자 관리･운송 업무
- 방재비축물자(거점센터 비축창고) 재고 관리 및 보관
- 방재물자 수송･회송 및 상･하차 인원 지원
- 방재물자 운송 비상연락망 구축
[그림 4-9] 광역방재거점센터의 업무

자료: 경기도 자료 참조.

광역방재거점센터 운영 업무 수행 과정
광역방재거점센터는 5단계의 업무 프로세스로 구성됨
: ①입고 → ②보관 → ③피킹･검수 → ④출고 → ⑤회송
① 입고 과정
- 입고정보 수신 후 입고 및 검수
- 입고 품목별 샘플 검수, 입고대기 장소 이동, 품목별 로케이션 할당 등

② 보관 과정
- 품목별 보관 위치 적치
- 품목별 보관 위치 관리, 보관존피킹존 설정, 재고조사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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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킹･검수 과정
- 출고주문 수신 후 피킹 및 검수
- 보관존 물품 이동 보충, 관리존 별 피킹, 검수 및 포장 등

④ 출고 과정
- 출고 및 물품 배송
- 비상연락망체계 구축, 재난지역 긴급 배송,
- 물자 인수 및 인계 서명, 물품인수증 회수 등

⑤ 회송 과정
- 회송주문 수신 후 검수 및 등급 판정, 분류
- 회송 물품 입하, 검수 및 판정, 분류 및 적치, 재고현황 보고 등
[그림 4-10] 광역방재거점센터 운영 프로세스

자료: 경기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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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방재비축창고 관리
지역별 방재비축창고 60개소에 대한 정기적 및 긴급 점검 관리 실시
- 정기적 점검 관리
･ 권역별 담당자 지정, 지역별 순회 일정 수립,
･ 체크리스트 기준 비축창고 점검, 인근 L사인력 추가 점검
- 긴급 점검 관리
･ 방재비축창고 인구 L사센터 담당자 점검
･ 광역방재거점센터 관리자와 핫라인 유지
[표 4-8] 방재비축창고 관리 체크리스트
구분
센터외부
센터내부
공통사항

내용
창고 주변 청결 상태 점검
창고 인근 장애물 제거(물품 상하차 대비)
창고 內 청결 및 온･습도 상태 점검
방재비축물품 정상 작동 여부 샘플 점검
소화기 상태 점검
보안 설비 정상 작동여부 점검(무인경비업체 협업)

자료: 경기도 자료 참조.

[그림 4-11] 방재비축창고 권역별 관리

자료: 경기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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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물자 운송 과정
방재물자 운송의 중요점
- 상･하역 인력 동반운송을 통한 재난현장 하역지원
- 경기도 재난관리과와 관리 용역사 간 상시 비상연락망 구축
- 방재물자의 재난현장까지 신속한 운송

방재물자의 운송프로세스는 5단계로 구성됨
- 주문접수 → 차량배차 → 피킹･상차 → 물자운송 → 운송확인
① 주문접수: 운송품목, 수량 및 출발･도착지 정보 수신
② 차량배차: 물량에 따른 차량 배차(차종, 톤급 등)
③ 피킹･상차: 운송 대상 물자 피킹, 포장 및 물품 상차
④ 물자운송: 목적지 방재물자 운송
⑤ 운송확인: 방재물자 인수 및 인계 시 관계자 확인 서명 등

차량 배차 과정
: 경기도 재난관리 부서(자연재난과 등) → (본사담당) → 현장담당
→ 직영차량, 파트너사, 직접배차(단계별 차량투입) → 재난지역
[그림 4-12] 비축물자 운송 차량배차

자료: 경기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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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의 운영체계
평시 운영
- 광역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 내 비축물자 통합관리를 위해 소방재난본부 등 재난수습부
서의 창고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재난수습 3개 부서: 자연재난과, 질병정책과, 소방재난본부 등
･ 자연재난과: 광역방재거점센터1개소, 방재비축창고 60개소, 방재물자
･ 소방재난본부, 재난수습부서: 자체 대비 물자
- 기존에 각 부서별 관리되던 것을 광역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의 설치를 통해 재난부서
및 소방재난본부에서 공유하여 관리 운영함
･ 재난 관련 3개부서 14개 품목 231천개를 광역방재거점센터에 보관
[그림 4-13] 광역방재거점센터의 방재 관련 물자의 공유 관리

자료: 경기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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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시 방재 비축물자의 단계적 지원
경기도내 재난발생 시 대응은 평시대응과 대규모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물자
를 지원하고 있음
근거리 비축창고는 긴급사용, 거점센터 활용 등 단계별 상황에 맞게 비축물자를
지원하고 있음
평시: 방재비축물자는 도에서 직접 광역방재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방재비축창고
를 통합 유지 관리함
대규모 재난 발생시
- 1단계: 재난 인근 비축창고 물자 사용
- 2단계: 광역방재거점센터 물자 현장 긴급 수송
- 3단계: 모든 비축창고 물자 현장 긴급 수송
[그림 4-14] 방재 비축물자의 단계별 지원
평시

대규모 재난 발생시

경기도에서 직접 거점센터, 비축창고(60곳)
방재물자 통합 유지 관리

1단계→2단계→3단계

자료: 경기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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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재비축물자 사용실적
방재비축물자는 기존 지진대비로 사용에 제한적이었던 것을 2018년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개정을 통해 비축물자의 사용범위
를 모든 재단으로 확대하여 사용가능하도록 하였음
최근 3년 간(2018∼2020) 호우, 폭설, 태풍, 메르스, ASF, 코로나19 등의 재난
및 재해로 51회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278,494개의 비축물자를 지원하였음
[표 4-9] 경기도 방재비축물자 지원 추이
연도

재난유형

지원횟수

지원수량

2018

호우, 태풍, 메르스 등

5회

10개 품목 81,791개

2019

태풍, ASF, 폭설 등

5회

19개 품목, 9,020개

2020

집중호우, 코로나19, 폭설등

41회

25개 품목, 187,683개

자료: 경기도 자료.

재난유형별 주요 지원 품목
- 태풍 등 여름철 재난: 흡수성순간마대, 구명부환, 재해용텐트, 매트리스등
- 폭설 등 겨울철 재난: 넉가래, 빗자루, 모래마대 등
- ASF 등 동물성 전염병: 개인보호구, 고압세척기, 장화, 체온계 등
- 코로나19 등 전염병: 개인보호구, 마스크, 비멸균장갑, 손세정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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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방재비축물자 지원내역(2018.4.∼2020.12.31.)
불출현황
연도

재난명

요청부서

지원품목
불출

합계

2018
(5회)

반납

18개 부서, 3개 시･군

38개 품목

303,205 278,494 24,711

소계

1개 부서

10개 품목

96,514 81,791 14,723

호우, 강풍

소방재난본부

구조용로프 등 3개 품목

126

-

126

집중호우

소방재난본부

흡수성순간마대

6,000

670

5,330

태풍"야기"

소방재난본부

구조용로프 등 4개 품목

3,305

41

3,264

메르스

소방재난본부

개인보호구(C,D)등 8개 품목

재난대비훈련

소방재난본부

소계

83,707 81,080

2,627

유압톱 등 64개 품목

3,376

-

3,376

3개 부서

19개 품목

18,558

9,020

9,538

태풍"링링"

소방재난본부

구명부환 등 4개 품목

3,064

-

3,064

태풍"미탁"

소방재난본부

구명부환 등 4개 품목

3,104

328

2,776

계 (2개 부서)

15개 품목

5,070

5,070

-

북부동물위생시험연구소

장화 등 12개 품목

1,470

1,470

-

동물위생시험연구소

개인보호구 등 8개 품목

3,600

3,600

-

한파, 폭설 등

소방재난본부

넉가래 등 5개 품목

7,320

3,622

3,698

소계

16개 부서, 3개 시･군

25개 품목

188,133 187,683

450

계(15개 부서)

14개 품목

175,652 175,402

250

2019
(5회)
ASF

2020
(41회)

사용

코로나19

1회용 체온계 등 4개 품목

4,572

4,572

-

감염병관리과

개인보호구(레벨D) 1개 품목

5,000

5,000

-

선별진료소 운영

개인보호구(레벨D) 1개 품목

1,500

1,500

-

개인보호구(레벨D) 1개 품목

300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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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현황
연도

재난명

요청부서
건설본부 관리과
과적차량 단속인원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과적차량 단속인원
광역교통정책과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물류항만과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 택시기사 등

지원품목
불출

사용

반납

1회용 마스크 3개 품목

540

540

-

1회용 마스크 2개 품목

650

650

-

1회용 마스크 3개 품목

470

470

-

개인보호구(레벨D) 1개 품목

500

500

-

KF94보건용 마스크 1개품목

400

400

-

손소독제 등 2개 품목

1,200

1,200

-

KF94보건용 마스크 1개품목

500

500

-

1회용 마스크 1개 품목

10,000 10,000

-

KF94보건용 마스크 1개품목

800

800

-

개인보호구(레벨D) 1개 품목

500

500

-

개인보호구(레벨D) 1개 품목

500

500

-

버스정책과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1회용 마스크 1개 품목

보건의료과
생활치료센터 등

북부재난안전과
상황실 운영

-

대형텐트 등 6개 품목

266

65

201

헤드렌턴 1개 품목

4

-

4

KF94보건용 마스크 1개품목

2,000

2,000

-

1회용 마스크 1개 품목

200

200

-

1회용 마스크 등 2개 품목

사회재난과
상황실 운영
우한교민 관련

31,300 31,300

13,050 13,005

45

1회용 마스크 1개 품목

1,200

1,200

-

1회용 마스크 1개 품목

1,000

1,000

-

1회용 마스크 1개 품목

1,200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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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현황
연도

재난명

요청부서

소방재난본부
환자이송

지원품목
불출

사용

반납

KF94보건용 마스크 1개품목

1,200

1,200

-

1회용 마스크 1개 품목

1,200

1,200

-

개인보호구(레벨D) 등 3개 품목 38,800 38,800

-

안전기획과

KF94보건용 마스크 1개품목

2,000

2,000

-

안전특별점검단

개인보호구(레벨D) 1개 품목

10

10

-

열린민원실
콜센터 확산방지

손소독제 등 4개 품목

1,390

1,390

-

KF94보건용 마스크 1개품목

30,000 30,000

-

KF94보건용 마스크 1개품목

15,000 15,000

-

KF94보건용 마스크 1개품목

3,100

3,100

-

비멸균장갑 등 2개 품목

1,300

1,300

-

1회용 마스크 1개 품목

4,000

4,000

-

계 (2개 부서)

8개 품목

6,915

6,715

200

소방재난본부

구명조끼 등 4개 품목

6,715

6,715

-

자연재난과

안전모 등 4개 품목

200

-

200

계 (3개 기관)

2개 품목

670

670

-

안성시

재해용텐트 등 2개 품목

180

-

180

용인시

재해용텐트 등 2개 품목

90

90

-

파주시

재해용텐트 등 2개 품목

400

400

-

소방재난본부

넉가래 등 5개 품목

4,896

3,465

1,431

자치행정과
재난기본소득 접수창구
지원

총무과
현장점검

집중호우

8.1. ~ 호우

겨울철 대비

자료: 경기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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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방재비축물자의 재난별 지원 품목(2018∼2021)
재난

지원품목

사용부서

계

38개 품목

18개부서 3개 시‧군

4개 품목
태풍,
집중호우 흡수성순간마대, 구조용로프, 구명부환,
구명조끼

비고

소방재난본부

1개
부서

소방재난본부

1개
부서

6개 품목
메르스

개인보호구(C, D), 멸균시트, 표면살균소
독제, N95방진마스크, 비멸균장갑(S,
M), 손세정제
15개 품목

ASF

개인보호구(C, D), 고압세척기, 렌턴, 헤
2개
드렌턴, 장화, 사체낭, 1회용 체온계, 치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부서
칫솔SET, 침낭, 방수포, 수건, 휴지, 체온
계, 표면살균소독제, 손세정제
14개 품목

우비, 위험테이프, 신호봉, 라바콘, 1회용
코로나19 체온계, 흡착포(유류용), 개인보호구(C,
D), 대형텐트, 1회용 마스크, N95마스크,
비멸균장갑(S), 비멸균장갑(M), 손세정제,
KF94 마스크

감염병관리과, 보건의료과
건설본부 관리과, 북부도로과
광역교통정책과, 물류항만과
15개
버스정책과, 안전기획과, 사회재난과,
부서
북부재난안전과, 안전특별점검단, 소
방재난본부 열린민원실, 자치행정과,
총무과

2개 품목
8.1.~호우

겨울철
대비

재해용텐트, 매트리스

안성시, 고양시, 용인시

3개
기관

소방재난본부

1개
부서

5개 품목
넉가래, 삽, 빗자루, 위험테이프, 모래마대

자료: 경기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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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 운영 및 관리 소요 경비
2021년 9월 현재 광역방재거점센터 1개소 및 방재비축창고 60개소에 대해 재
연재난과 등 3개 부서에서 창고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있음
경기도는 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의 방재비축물자의 관리 운영은 외부 용역
사(L사)를 통해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음
- 용역기간: 2021.1.1.∼12.31.(12개월)
- 총금액: ₩506,184,000원

광역거점센터 설치 이후 관리 및 운영 소요 용역비
- 용역기간: 2017.12.15.∼2019.05.15.
･ 용역비: 8억 3천만원(C사)
･ 재원: 재난관리기금
- 용역기간: 2019.05.16.∼12.31.
･ 용역비: 4억 4,081만원(관리용역 3억 7,967만원 + 무인경비 6,114만원)
･ 용역사: C사, A캡스
･ 재원: 재난관리기금
- 용역기간: 2020.01.01.∼12.31.
･ 관리용역비: 6억 9,474만원(관리용역 5억 9,713만원 + 무인경비 9,762만원)
･ 용역사: C시, A캡스
･ 재원 : 재난관리기금
- 용역기간: 2021.01.01.∼12.31.
･ 관리용역비: 5억 8,701만원(관리용역 5억 123만원 + 무인경비 8,578만원)
･ 용역사 : L사, A캡스
･ 재원 : 일반회계 국비70%(4억 1,091만원), 도비 30%(1억 8,701만원)

국비지원 경기도 주요 사업 추진
경기도는 재난발생 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2016년 9월 ‘경기도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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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 및 복구지원을 위한 방재물자 비축시
설로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왔음
2020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 재난방재 비축물자 관리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지원
하고 있음
- 전국 17개 시･도 국비 184억원 지원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지원 사업
- 기간: 2020∼2021
- 소요예산: 총 20억 7,100만원
(국비 14억 4,900만원, 도비 3억 1,200만원 시군비 3억 1,000만원)
- 사업내용
･ 광역방재거점센터 관리용역 및 비축물자 구입 등 10억원
･ 비축창고개선 등 4,000만원
･ 시군비축창고 신축지원 등 10억 3,100만원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
경기도는 2016년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도민 불안감 해소 대책으로 재난발생
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지원이라는 공익증진 목적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
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음
광역방재거점센터를 설치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재난발생시 필요한 방재
물자의 신속한 대응 및 수송체계를 구축 운영하였고
또한, 평시 일상적인 방재물자의 비축 및 대응과 31개 시･군에 보다 신속한
재난지원을 위한 밀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재비축창고 60개소를 함께 운영하
고 있음
재난 대응 관련 조례개정(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을 통해 지진뿐만 아
니라 발생가능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비축물자
의 사용범위를 모든 재난으로 확대하여 활용하고 있음
- 평시 비축물자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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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재난 발생시 3단계 지원 체계 구축
- 비축물자 사용범위: 지진, 호우, 태풍, 폭설, ASF, 메르스, 코로나19 등

또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모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주무부서인 자연재
난과에서는 관련 재난수습부서, 소방재난본부 등과 함께 비축물자의 통합관리
하며 광역거점센터 1개소 및 방재비축창고 60개소의 비축물자 시설을 공동 활
용하고 있음
방재비축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측면을 보면, 경기도 자연재난과에서 비축
물자 관리 및 재난대응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며,
세부적인 창고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재난외부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 중이
며, 관리 운영에 대한 용역비는 최근 3년간(2019∼2021) 연평균 6억
4,075만원을 지출하고 있음
- 자연재난과: 방재비축물자 관리, 재난대응 체계 총괄
- 용역사: 광역거점센터1개소 및 60개소 방재비축창고 관리 및 운영
･ 4년간(2018∼2021) 연평균 관리운영 용역비 5억 7,018만원
･ 3년간(2019∼2021) 연평균 관리운영 용역비 5억 6,492만원
･ 2017.12.15.∼2020년 용역사: C사
･ 2021년 용역사: L사
- 무인경비
･ 3년간(2019∼2021) 연평균 무인경비 용역비 7,583만원
･ 2019∼2021년 용역사: A캡스

경기도의 재난방재 비축물자 관리 및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모범사례로 인정
되어 전국의 17개 시･도에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비 174억원을 지원
하고 있음
- 행안부의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지원 국비지원을 통해 경기도는 ‘재난관리
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위해 20억 7,1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임
(국비 14억 4,900만원, 도비 3억 1,200만원, 시군비 3억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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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기도 지역재난 방재물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보완 부분
첫째, 광역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소요 비용의 확대 및 지속적인 확보 필요
- 현재 광역거점센터 1개소와 방재비축창고 60개소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비용은 연평균
(2019∼2021) 6억 2,875만원 소요됨
- 매년 방재비축 창고시설 및 무인경비에 대한 관리용역 비용은 증가함
둘째, 비축창고는 재난대응 긴급성과 신속성과 관련하여 소재 시･군에서 운영 필요
- 현재 경기도내 31시･군에 설치한 방재비축창고 60개소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비축창고를
설치한 경기도 자연재난과의 담당이므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외부위탁 용역사에서 광역거
점센터와 함께 관리하고 있음

셋째, 재난방재물자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일원화 필요
- 재난관리자원은 품복별 분류에서도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현행 3개 주무팀별
세분화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음

넷째, 체계적인 재난방재 종합계획 및 방재비축물자 기본계획 수립 필요
- 2020년부터 매년 재난관리자원 도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계획에는 재난 유형별 위험성 및 필요자원 분석,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응원과 재난관
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및 행정 사항을 담고 있음
- 이를 보완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방재 종합계획(5개년)’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 ‘경기도 방재비축물자 기본계획(5개년)’을 연동하여 함께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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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방재 비축물자 관리
효율화 방안
1. 방재 비축물자 품목 및 수량 관리
1) 방재비축물자 개요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재해구호물자의 비축은 중요함
재난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재난은 지속적으로 발생함
- 특히, 홍수나 태풍, 산사태,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는 정확히 예측이 어렵고, 이를 예방하
기란 쉽지 않음
- 우리나라는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15~19
년) 연평균 5천 1백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 이재민의 보호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호물자를 비축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재난 및 재해와 관련된 법령에서 신속한 재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구호기관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물자, 시설 및 인력 등을 지정･관리하고 재해구호물자를 사전에 비축하도록
규정함
[표 5-1] 재해구호물자 비축 관련 법령
「재해구호법」 제6조(재해구호물자 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시ㆍ도지사 등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3조(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
① 구호기관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최근 10년간의 지역별재해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할지역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식량ㆍ침구ㆍ의류 등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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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재비축물자 품목
｢재해구호법｣ 및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에서는 구호물자 확보 및 종류 등을
담고 있음
｢재해구호법｣ 제6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재해 발생 현황 및 지
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조직･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재해구호법｣제7조에서는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응급구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해구호물자는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로 구분되며, ｢재해구호법 시행
규칙｣[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호물자의 종류와 규격, 수량은
아래 표와 같음
[표 5-2] 응급구호세트: 1인기준
구분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규격

200cm×150cm, 1.3kg
200cm×150cm, 0.7kg

일반용

100g

80cm×40cm

미용티슈

수량

2장

1개

1개

2장

1개

구분

면장갑

간소복

면도기

속내의

양말

바닥용 매트

슬리퍼

규격

반코팅

면폴리
혼방

1회용

면

면

70cm×200cm
우레탄, 방수

대,중,소

수량

1켤레

1벌

1개

2벌

2켤레

1개

1족

구분

베개

안대

귀마개

치약

물티슈

생수

생리대

규격

PVC
38cm×28cm×10cm

-

-

130g

60매

1리터

일반
중형

수량

1개

1개

1개

-

-

-

1조

주1: 의류(간소복, 속내의) 크기에 따라 대(100), 중(90), 소(90)로 구분하고 대･중･소 구성 비율은 3:5:2로 함
주2: 면도기는 남성, 생리대는 여성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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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취사구호세트: 1세대 4명 기준
구분 가스렌지

코펠

수저

규격

휴대용

4인용

sts

230g

1kg

500g

고급형

수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켤레

개별구호물품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다용도
가방

부직포 PE타포린
2개

1개

1세대 당 쌀(10kg) 1포, 부식류(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 등 기타 부식류),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주1 : 응급구호세트 및 취사구호세트에 포함되는 물품의 규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사용의 편리성 등을 고
려하여 규격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 외에 개별구호물품도 있음
- 개별구호물품은 응급의약품(소독약, 연구, 밴드, 붕대, 반창고, 거즈 등)이나 분유세트,
기저귀, 위생 및 청결을 위한 용품 등이 있음
- 이러한 개별구호물품은 상황을 고려해 수량에 제한없이 지급 가능함
- 또한, 재난이 발생한 계절을 고려해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쿨스카프, 겨울철에
는 한파에 대비하기 위한 전기매트 등이 지급될 수 있음
[그림 5-1] 재해구호물자 구성현황
<응급구호세트 (남자)>

<응급구호세트 (여자)>

<취사구호세트>

자료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https://www.reli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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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재비축물자 수량
재해구호물자의 비축량은 추정 이재민 수를 고려해 산정됨
재해에 의한 피해 규모는 지역의 지리적 위치나 지형, 인구밀도 등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며 재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재 활동 및 시설물도 영향을 미침
- 지역별로 재해 발생 시 요구되는 구호물자 수량도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재해구호물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재난 발생빈도 및 예상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 수량을 산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5-4] 재해구호물자 비축량 산정을 위한 추정 이재민 수 추정 방법
추정 이재민 수 = 위험면적(  )1) × 인구밀도(명/ )2) × 이재민발생률(%)3)
× 발생빈도4)
1) 위험면적    풍수해위험면적  산사태위험면적
* 풍수해보험지도의 ①매우위험×100%+②위험×75%+③경계×35%
** 산사태위험지도의 ①매우위험×100%+②위험×69%+③낮음×49%+④매우낮음×29%

시군구별 인구 수 명
2) 인구밀도명    
시군구별 행정구역 면적  
시군구별 최근 년간 발생한 이재민 수의 최댓값명
3) 이재민 발생률  
시군구별 인구수명



시군구별 최근 년간 이재민이 발생한 연도의 수
4) 발생빈도  

자료: 행정안전부(2020). 2021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현재 재해구호물자의 비축량은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 자연재해 위험면적, 인구
밀도, 이재민 발생률, 재해 발생빈도에 따른 추정 이재민 수를 고려하여 산정됨
- 여기서 이재민 발생률 및 재해 발생빈도는 자연재해의 발생 시기 및 규모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과거 자연재해 이력을 통하여 산정됨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지역별 재해 발생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과거 20년간의 자연재해 이력
을 고려한 이재민 수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재해구호물자 비축량을 산정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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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경기도 시･군별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구분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19~23년 적용)
응급구호
취사구호
4,638
1,299

경기도

합계
5,937

수원시

260

200

60

성남시

111

85

26

의정부시

111

85

26

안양시

111

85

26

부천시

199

153

46

광명시

364

280

84

평택시

111

85

26

동두천시

445

360

85

안산시

111

85

26

고양시

233

179

54

과천시

111

85

26

구리시

111

85

26

남양주시

264

203

61

오산시

111

85

26

시흥시

111

85

26

군포시

111

85

26

의왕시

111

85

26

하남시

148

114

34

용인시

415

330

85

파주시

329

253

76

이천시

111

85

26

안성시

111

85

26

김포시

406

321

85

화성시

111

85

26

광주시

547

462

85

양주시

155

119

36

포천시

174

134

40

여주시

111

85

26

연천군

111

85

26

가평군

111

85

26

양평군

111

85

26

자료: 행정안전부(2020). 2021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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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이재민 수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산정되나, 일부 지역은 과거
피해 발생 이력이 적거나 재해 위험면적이 작아 추정 이재민 수가 매우 낮게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응급구호세트의 최소 비축기준을 85개로 규정하고 추정된 이재민의 수가 이보다
적은 경우는 최소 비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이에 따른 취사구호세트의 최소 비축기준은 과거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응급구호세트
최소 비축기준의 30%(26개)를 적용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2020)에서 제공하는 「2021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경기도 시･군별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19년~23년)은 [표 4-4]와 같음
[그림 5-2] 경기도 시･군별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 경기도 내 시군에서 추정 이재민 수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시로 462명이며 다음으로
동두천시 360명, 용인시 330명, 김포시 32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하위 18개 시군은 추정 이재민 수가 최소 응급구호세트 비축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에 따라 최소 기준인 85개가 적용됨
- 경기도 내 시군별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은 지역에 따라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급
구호세트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시군 (최소 비축기준)과 가장 높은 시군은 5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역에 따른 자연재해 취약성은 지리적 위치, 지역 방재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며 이에 따른 과거 재해 발생빈도 및 이재민 발생에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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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동안 경기도 재해구호물자 비축률을 살펴보면 기준 비축량 대비 응급
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 모두 기준 비축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년 기준 응급구호세트 비축기준은 4,638개로 경기도는 5,914개를 비축함에 따라 약
128% 의 비축률을 나타내었으며, 취사구호세트 비축기준은 1,299개로 5,095개를 비축
하고 있어 약 392%로 매우 높은 비축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19년도 경기도 내 응급구호세트 비축량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7월~9월 사이 호우와 링링 등 태풍에 의한 피해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전국 재해구호물자에 대한 평균 비축률과 비교하여 경기도는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
트 모두 평균 대비 높은 비축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3] 경기도 시･군별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자료: 행정안전부(2020). 2021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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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대응 필요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은 과거 이력뿐만 아니라 미래 상황도 고려해야 함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함께 이상기후 증가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 및
강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에서 발표한 「2000~2019 세계 재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이전 20년 동안 발생한 재해 건수에 비하여 약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도시화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는 수해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시설 및 인구집중
현상은 자연재해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함
- 이처럼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은 대형화･복잡화되지만, 현재 재해구호물자의 비축
량 산정기준은 과거 재해 이력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예기치 못한
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은 새로운 재난유형을 반영하여 재해물자의 종류와
재난유형별 비축관리가 필요함
재해구호물자의 비축기준은 과거 재해 이력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증가 및 대형
화와 신종재난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음
재해구호물자의 종류도 새로운 재난 유형을 반영하고 실제 이재민의 재해구호
물자의 물품별 활용도와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폭염 및 한파(2018년 재난으로 지정)나 미세먼지(2019년 재난으로 지정)와 같이 과거에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피해들이 새로운 재난으로 지정되기도 하며 메르스나 코로나19
와 같은 신종재난이 발생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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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방재거점센터와 방재비축창고의 역할 분담
방재비축창고를 활용한 방재비축물자 분산 비축
현재 방재비축물자는 광역방재거점센터를 중심거점으로 비축하고 도내 31개
시군별 60개소에 분산 비축하고 있음
- 재난 상황 발생시 시･군에서 도 방재비축창고의 비축물자를 활용하기 위함임
- 이는 시군에서 방재 관련물품의 소관 전환, 대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사용물량 관리가
어렵기 때문임
- 방재비축창고 60개소의 비축물품은 58개 품목, 수량 178천개(2021.08)

방재비축창고 설치 및 유지 비용
- 비축창고 60개소, 관리동 6개소,
- 설치 비용: 23억 3,800만원
･ 건축(경량철골): 18억 6,900만원
･ 전기: 4억 5,000만원
･ 통신: 1,900만원

방재비축창고의 관리 및 운영
경기도내 지역별 60개소의 방재비축창고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광역거점센터
와 함께 주무부처인 자연재난과에서 담당하고 구체적인 이행은 대행 위탁 용역
사인 L사에서 관리함
방재비축창고의 관리는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으로 구분 실시
- 정기점검은 방재비축창고 60개소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순회 점검함
- 긴급점검은 수시점검으로 평상시 점검함
- 관리 점검은 관리체크리스트를 정해 비축창고 외부점검, 내부점검, 보안설비 등을 점검함
(표 3-9 참조)

재난발생시 방재비축물자의 지원은 평시 대응과 대규모 재난대응으로 구분하여
대응함
- 평시 : 도에서 직접 광역방재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방재비축창고를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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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재난 발생시 : 3단계 지원으로 1단계에 재난발생 인근의 방재비축창고에서 방재물
자를 지원하고, 2단계로 광역방재거점센터의 방재물자를 재난 현장으로 긴급 수송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비축창고 물자를 재난 현장으로 긴급 수송함

광역방재거점센터와 방재비축창고의 역할 분담
시･군은 평상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즉 폭우, 폭설, 홍수, 산불 등 에
대해서는 각각 재난 방재물자를 비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시･군별 과거 이력을 기준으로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난에 대비하여 예산 및 방재물자비축,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도에서 운영하는 방재비축창고는 시･군 자체에서 대응이 어려운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도비를 통해 설치･운영 중임

현재 광역방재거점센터와 방재비축창고는 평시 및 재난발생시 모두 활용가능하
나, 효율적 면에서 방재비축창고는 대규모 재난발생시에 주로 활용함
- 현재 소규모 재난발생시 대응은 시･군 자체의 재원으로 해결하고, 대규모 재난발생시
대응은 광역방재거점센터의 방재물자를 활용하고 있음
- 재난발생시 가장 인접한 방재물자 비축창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함
- 그러나 방재비축창고의 활용성이 낮고 또한 비축창고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 발생

대규모 재난 발생시 1차적으로 방재비축창고의 물자를 지원하는 역할은 현행대
로 유지하면서 그 점검 및 운영은 비축창고 소재지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축창고는 대규모 재난발생시 방재물자지원을 목적으로 도에서 설치하였기에 총괄관리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비축창고의 점검 및 운영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방재물자를 직접 사용하는 비축창고
소재지 시･군에서 각각 점검 및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따라서 방재비축창고에 대한 모든 관리 통솔은 현행대로 도에서 관리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운영은 해당 시군에서 담당하게 함
또한, 방재비축창고의 방재물자 사용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재난발생시 활용하
고, 예외적으로 평시에도 시･군별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재난, 즉 폭우, 폭설,
산불, 기타 재난 등에도 도와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물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계
하여 비축창고의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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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비축창고의 활용도 제고
현재 방재비축창고는 대규모 재난발생시 1차적 물자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
으나 시･군의 일반적인 소규모 재난에도 지원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하여야 함
- 시･군의 소규모 재난발생 빈도가 적지 않으며, 광역방재거점센터에서도 호우, 강풍, 한파,
폭설 등과 관련하여 비축물자를 지원하고 있음(표3-11참조)
- 따라서 시･군은 우선적으로 자체의 비축물자를 사용하고, 2차적으로 도와 연계하여 방재
비축창고의 물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방재비축창고 비축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활용빈도가 높은 물품과 대규모 재
난발생시 긴급지원 물품으로 구분하여 시･군의 활용도를 제고함
- 시･군별 지형, 기후 등 자연조건과 인구, 도시화, 산업화 등 생활 환경에서 특색이 존재하므
로 재난의 유형도 상이하게 나타남
- 따라서 시군별 재난 발생시 사용도가 높은 물품을 비치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 또한, 시･군에서도 방재비축창고에 대한 점검 및 운영에 애착을 가지고 책임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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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재 비축물자 관리 인력 운영
방재비축물자 관리 주무과인 자연재난과의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자연재난과 조직구조
- 1과 5팀 29명
･ 자연재난예방팀 8명, 자연재난대책팀 9명, 기후재난대응팀 4명,
･ 자연재난복구팀 4명, 지진방재팀 3명(육아, 질병 등 휴직 6명 제외)

자연재난과 업무분장
- 자연재난예방팀: 자연재난예방업무, 재난관리기금운용, 재해구호 및 기금 등
- 자연재난대책팀: 기상정책, 여름철 풍수해 대책, 통합방재시스템운영･관리,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 재해영향평가, 대설대비, 자연재난대비 등
- 기후재난대응팀: 폭염대응, 한파대응, 가뭄 및 낙뢰 대응 등
- 자연재난복구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풍수해보험, 재난대비 자원관리, 재해지도작성 등
- 지진방재팀: 광역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 운영, 지진대비대응, 방재비축물자관리 등

재난관리자원 업무의 일원화 필요
현재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업무는 재난대비 자원관리, 비축물자 관리, 재난구호
물자 관리 등에 대해 3개 팀에서 각각 별도로 분산하여 관리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
리관리하고 있으나,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도 관련하여 자원관리업무
가 분산되어 효율성이 저하됨
- 재난대비 자원관리는 자연재난복구팀, 방재비축물자 관리는 지진방재팀, 재난구호물자
관리는 자연재난예방팀에서 각각 관리
- 이로 인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통계상 불일치, 계획체계 중복,
재난물자 확보 및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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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
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정보
2. 그 밖에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
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2021년 2월 16일 박완주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
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
- 발의안의 제안 이유는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부실과 부족한 사례가 반복되고,
재난관리자원 과잉비축이나 부실로 매년 상당량의 불용처리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또한, 기후변화나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해 재난이 복잡해지고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관리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포함
된 재난수습과 관리에 관한 물품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
물류체계의 구축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재난 관리자원을 통합･
관리 등)에 관해 별도의 법률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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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의 주요내용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및 조정
･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해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한 재난관리
물류체계의 구축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자원운용관 등 설치
･ 재난관리물품 분류 및 표준화, 재간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재난관리인력관리,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등

따라서 모든 과거이력 및 미래예측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각종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 감염병 등)에 대비한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종합
계획수립과 함께 관리 일원화가 시급함
- 현재 3개팀으로 분산된 재난관리자원 업무에 대해 재난관리자원팀을 신설하여 ‘재난관리
자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업무수행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
- 개편(안)
･ 재난관리자원팀 신설
･ 주요업무: 재난관리자원 종합계획 수립, 재난대비 자원관리, 방재비축물자 관리,
재난구호물자 관리
･ 필요인력: 5명
[그림 5-4] 경기도 방재비축물자 관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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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재비축물자 관리 및 운영 용역
용역방식을 통한 방재비축물자 시설 관리
방재비축물자는 광역방재거점센터 1개소와 방재비축창고 60개소의 시설에 비
축 및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설관리 및 보안은 민간회사인 L사, A캡스와
용역계약을 통해 수행
- 2018년 설치 이후 3년간(2017.12.15.∼2020.12.31.) : C사, A캡스
- 2021년 : L사, A캡스
- 3년간(2019∼2021) 시설관리 및 보안에 따른 연평균 용역비 6억 4,075만원
･ 3년간(2019∼2021) 연평균 관리운영 용역비 5억 6,492만원
･ 3년간(2019∼2021) 연평균 무인경비(방재비축창고) 용역비 7,583만원

방재물자의 집하, 보관, 검수, 출하, 수송 등 물류체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업체를 활용하여 방재비축물자를 관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함
- 행정안전부에서도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와 방재비축창고를 통한 방재비축물자의 관리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전국으로 확대 추진 중임
- 또한 최근(2021.2.16.)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
도 재난관리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를 목적으로 발의되어
- 민간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구축을 명시
하였음

2020년까지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 시설의 관리는 C사과 용역계
약을 통해 관리되었고, 광역방재거점센터는 광주시에 위치함
- 2020.11. 광역방재거점센터 위치 : 광주시 곤지암읍

2021.09. 광역방재거점센터는 3년 만료된 용역사를 변경하여 L사와 용역계약
을 하였고, 광역방재거점센터도 여주시 대신면으로 이동됨
- 2021.01. 이후 광역방재거점센터 위치 : 여주시 대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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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에서 지적된 광역방재거점센터의 신축 운영
2020년 11월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방재거점센터의
신축 운영방안이 제안됨
광역거점센터 신축과 관련한 계획 및 타당성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구상이라는
용역연구를 통해 구체화됨
- 기본계획구상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분석, 입지분석, 소요비용 분석, 경제성 분석, 재정타
당성 분석, 관리 및 운영방식 분석, 조직 및 인력 운영 분석, 구상도 등

또한, 광역거점센터를 신축한 이후 관리 및 운영은 직영조직을 새로 신설해 운
영할 경우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존에 민간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가짐
따라서 광역거점센터 신축시 현재 용역비는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하고 추가적
으로 발생하는 예상 소요 비용
- 광역거점센터 신축과 관련한 계획 및 타당성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구상을 통해 관련
법령 분석, 입지분석, 소요비용 분석, 경제성 분석, 재정타당성 분석, 관리운영방식분석,
조직 및 인력 운영 분석 등이 구체화 됨
[표 5-6] 여주시 소재 광역방재거점센터 면적 및 시설 규모
구분
위치

내용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1303

시설 규모

10,765㎡(지상1층)

층고
도크 시설
주요설비
접근성
인근 IC

9~10M
전용 도크 2개
팔레트랙(3~4단), 소방･보안설비 등
광주원주, 중부내륙고속도로 인접
대신IC, 북여주IC, 동여주IC

컨테이너 접안가능
전용 CCTV
경기도전역2시간거리

내진 성능

내진등급 Ⅶ-7등급(건축물대장)

최대지반가속도
0.113~0.264

운영계획
보관 수량

3,388㎡(약 1,000평,지상1층),
주차 105면 내외
최대 1,500 팔레트

자료: 경기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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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9.10.02 준공
총 33,456㎡
(지하1~지상2층)

광역방재거점센터 운영
최대 3,200 팔레트

광역거점센터의 신축과 임차용역에 따른 경제성 검토
현행 시설규모와 용역계약에 대한 단순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신축운영시 비용
을 단순 추산함
- 신축 관련 설립 타당성은 입지와 총예산 규모가 설정된 후 기본계획구상 용역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광역방재거점센터를 신축에 따른 비용 추산9)
- 초기 투자 비용: 설계･감리비+건축비+장비구매비+부지매입비
･ 설계･감리비: 4억 7,897만원(공사비용의 6.84%)
･ 건축비: (1㎡당)199만원 × 3,300㎡ = 65억 6,700만원
･ 장비구매비: 지게차 1대 + 트럭 1대 = 1억 2,978만원
･ 부지매입비: (1㎡당) 583천원 × 3,300㎡ = 48억 975만원
- 신축에 따른 직영시 연간 운영비: 인건비+시설유지비+관리비+보험료
･ 인건비: 4,225.2만원 × 3인 = 1억 2,675.6만원(2021년 공무직(가군 1호봉) 기준)
･ 시설유지비: 1억 3,700만원(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참조(양곡차고, 항만시설)
･ 관리비: 250만원 × 12개월 = 3,000만원(지게차 운용 및 창고 관리비 등)
･ 보험료: 110만원 × 12개월 = 1,320만원(화재보험 등)
- 이러한 추산에 따른 20년간 총 운영비용은 약 181억 2,450만원으로 추산됨

현재 민간전문업체 임차용역비 추산
- 최근 3년간(2019-2021) 거점센터 용역 연평균 용역비: 5억 4,800만원
･ 연평균 거점센터 및 비축창고 관리용역비: 5억 6,400만원
･ 비축창고 관리 부분 공제: 1,600만원(관리용역비 3%)
- 따라서 20년간 총 용역비용은 약 109억 5,943만원으로 추산됨

광역거점센터 신축과 민간전문업체 임차용역에 따른 경제성 검토 결과, 20년간

9)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홈페이지(http://pcae.g2b.go.kr/pbs/psa/psa0000/index.do), 건축비는 창고시설 공사
비 참조(부지평탄화, 진입로 공사등 비용 미포함)이고, 설계 및 감리비는 국토부고시 준용 공사비의 6.84%, 장비구입
은 트럭 및 지게차 각 1대씩 비용, 부지매입은 입지위치별 상이하며 단 용인, 화성, 이천, 포천 등 고속도로 IC
인근 매물 시장조사 평균단가로 1㎡당 583천원, 운영비 중 인건비는 공무직(가군 1호봉) 기준 1인당 월 352만원이며,
창고관리비는 월 250만원, 보험료는 월 110만원로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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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 신축 운영보다 임차 운영이 약 71억원 더 경제적인 것으로 추산됨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창고의 내용연수는 20년이므로 이를 기초로 비교함
광역방재거점센터 시설에 대한 시설 임차(용역) 관리용역 장･단점
- 장점
･ 광역방재거점센터를 신축하는 것에 비해 경제성 측면에서 우위를 가짐
･ 비축물자 보관량 변동(확대, 축소)에 탄력적 계약 운영 가능
･ 행정 업무량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가능
･ 민간이 가진 전문성 및 기술성을 공공행정과 조화시켜 행정 능률성 극대화 가능
･ 민간의 대규모 인력과 장비 활용 가능
･ 경쟁을 통한 용역계약에 기초하므로 업체 간 경쟁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운영 서비스
질 향상 기대
- 단점
･ 계약업체 교체에 따른 보관 장소 변동으로 안정적인 관리 운영이 미흡하고, 잦은 장소
변동으로 보관물품의 파손 우려
･ 매년 시설임대 및 관리비의 부담 우려

광역방재거점센터 시설에 대한 신축 설립과 직영 관리 장･단점
- 장점
･ 비축창고의 위치고정 및 도의 직접 관리･운용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비축물자
관리･운영 가능
･ 도 재난수습부서와 공동 활용 용이
･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신규 인력 채용 등을 통해 자체 전문가 양성을 통한
전문성 향상 가능
･ 시군 등 재난자원 관리 공무원 교육 장소 등으로 활용 가능
- 단점
･ 신축 설립에 따른 대규모 예산 확보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 필요
･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류체계에 대한 전문성과 관리능력이 미약하고 민간 전문 인력
및 장비 활용에 한계
･ 물품 보관량 초과 시, 신규창고 확보 등 탄력적 대응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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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광역방재거점센터에 대한 용역(시설임대관리) 및 신축의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시설
임차
(용역)

Ÿ 신축보다 경제성 비교 우위
Ÿ 비축물자 보관량에 따라 탄력적(확대, 축
소) 계약 운영 가능
Ÿ 행정적 업무량 절감
Ÿ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조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
Ÿ 민간의 대규모 인력과 장비 활용 가능
Ÿ 업체 간 경쟁으로 비용 절감 및 운영 서비스
질 향상

Ÿ 계약업체 교체에 따른 보관장소 변동으
로 안정적 관리 운영 미흡
Ÿ 잦은 이동으로 인한 보관 물품 파손
우려
Ÿ 매년 시설임대 및 관리비 부담

신축
직영

Ÿ 비축창고 위치고정으로 비축물자의 체계적
이고 안정적 운영
Ÿ 도 재난수습부서와 공동 활용 용이
Ÿ 신규인력 채용 등을 통한 자체 전문가 양성
가능
Ÿ 시군 등 재난자원 관리 공무원의 교육 장소
등으로 활용

Ÿ 초기 대규모 예산 확보 필요
Ÿ 신규 인력 및 기본운영 경비 필요
Ÿ 민간에 비해 물류체계에 대한 전문성과
관리능력 미약
Ÿ 민간 전문 인력 및 장비 활용 한계
Ÿ 보관물량 초과 시, 신규창고 확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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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1. 요약 및 정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복구를 광역방재 비축물자의 관리･운영의 효율
화 필요
이를 위해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의 관리 운영실태를 점검 및 분석
하여, 거점센터와 방재비축창고의 역할분담 및 효율적 관리 운영방안, 관리인력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함
- 본 연구는 경기도 광역방재 비축물자 관리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재난의 특성과 관리체계를 검토하고 광역방재 비축물자의 의의 및 필요성
을 확인하고 경기도의 현행 광역방재 비축물자 관리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였음
- 이를 위해 학술논문과 서적 등을 통한 문헌연구와 통계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 전문가
및 실무자에게 자문하였음

2장과 3장에서는 재난의 특성과 관리체계, 광역방재 비축물자의 의의 및 필요
성, 주요 동향, 선행연구 및 쟁점 사항 등을 살펴봄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위협을 가하고 조직, 공동체, 국가 등을 와해할
만한 외부적 사건을 총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됨
- 특히 최근에 사회재난의 발생이 자연재난 발생 빈도를 압도하며, 그 피해액이 매우 크고,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 또한,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이 점차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 통합적 관리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최근 우리나라에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난 발생(우려) 시,
신속하게 동원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되었고(21.2),
지능형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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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경기도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내용과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의 시설･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 및 보완점을 제시함
- 2016년, 2017년 연이은 지진이 발생으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함
- 이러한 경기도 지진방재 종합대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전국 최초로
‘경기도 광역방재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재난발생 시 필요한 방재물
자의 신속한 대응 및 수송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 평시 일상적인 방재물자의 비축 및 대응과 31개 시･군에 보다 신속한 재난지원을 위한
밀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재비축창고 60개소를 함께 운영함
- 이는 재난 대응 관련 조례개정(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을 통해 지진뿐만 아니라
발생가능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비축물자의 사용범위를
모든 재난으로 확대하여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모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주무부서인 자연재난과에서는
관련 재난수습부서, 소방재난본부 등과 함께 비축물자의 통합 관리하며 광역거점센터 1개
소 및 방재비축창고 60개소의 비축물자 시설을 공동활용하고 있음
- 이러한 경기도 재난방재 비축물자 관리 및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모범사례로 인정되어
전국의 17개 시･도에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비 174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센터 및 창고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 비용의 확대와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며, 비축창고는 재난대응 긴급성과 신속성과 관련해 소재 시･군에서 운영토록 하고,
경기도 주요 담당부서의 조직 일원화와 중장기 재난방재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5장에서는 방재 비축물자 품목 및 수량 관리방안과 광역방재거점센터와 방재비
축창고의 역할과 조직 일원화 방안, 용역방식에 대해서 살펴봄
-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새로운 재난유형
을 반영해 재해물자의 종류와 유형별 중장기 방재물자 종합관리계획이 필요함
- 현재 광역방재거점센터는 평시와 재난 발생시 모두 활용하고 있으나, 방재비축창고는 대규
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므로 활용도가 낮으므로 시군의 일반적인 소규모 재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
- 또한, 대규모 재난 발생시 1차적으로 방재비축창고의 물자를 지원하는 역할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그 점검 및 운영은 비축창고 소재지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방재비축창고에 대한 모든 관리 통솔은 현행대로 도에서 관리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운영은 해당 시군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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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업무는 재난대비 자원관리, 비축물자 관리, 재난구호물자 관리
등에 대해 3개 팀에서 각각 별도로 분산하여 관리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난관리자원팀’의 신설을 통해 일원화하고, 통합관
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광역방재거점센터 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있어 현행 민간 용역계약의
장･단점과 센터 신축의 비용을 검토함

2. 정책 제언
방재비축물자 품목 및 수량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관리자원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경기도는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을 계기로 이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광역방재거점센터와 지역별 방재비축창고를 설치하여 전국 최초로
방재비축물자를 관리하고 재난발생시 지원 대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방재비축물자는 2016년 11월 경기도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설치된 관계로 주로 대규모 지진 대비 비축물자로 구성되며, 이후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모든 재난에 대응한 비축물자를 추가로 비축하여 지원하고
있음
또한, 광역방재거점센터는 방재비축물자뿐만 아니라 재간 관련 부서 간 통합
이용시설로 소방재난물품, 재난구호물품, 질병 관련 물품 등을 함께 비축하고
있음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자원의 보관, 수급, 지원, 관리 등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종합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매년 수정 보완사항을 연동
하여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재난에 대한 과거이력 및 신규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방재비축물자의 품목 및 수량을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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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비축창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군의 소규모 재난 지원 및 입지 근접성
과 밀접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해당 시･군에서 운영
방재비축창고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에서 시･군별로 비축창고
를 설치하고 물자를 비축･관리함
시･군에서 대응 가능한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자체 비축 중인 물자를 활용해
대응하지만,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양한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 중인 거점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방재비축창고의 활용도가 낮음
그럼에도 유사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원활한 대응을 위해 방채비축창
고를 유지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
따라서 재난발생시 가장 인접한 방재비축창고의 물자를 지원하는 기능은 그대
로 유지하면서, 평상시 시･군의 일반적인 재난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범위
를 확대하고, 시･군의 평시 일반적인 재난물자를 비축가능하도록 하여 방재비
축창고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시군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함

방재비축물자 관리업무가 3개 팀에 분산 관리되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발생시
키므로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
최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재난관리자원 업무의
통합 및 조직화, 효율화, 민간 물류체계 활용, 재난관리종합계획 수립, 재난관리
전담인력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국회에서 입법 발의됨(2021.2.16.)
재난관리자원 업무는 현재 재난대비 자원관리, 비축물자 관리, 재난구호물자
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3개 팀에 분산 관리함
- 재난대비 자원관리 업무는 자연재난복구팀, 비축물자관리 업무는 지진방재팀, 재난구호물
자관리 업무는 자연재난예방팀에서 관리
- 재난관리자원의 분산 관리로 인한 통계상 불일치, 계획체계 중복, 재난물자 확보 및 유지･
관리에 어려움 발생

재난관리자원팀을 신설하여 재난관리자원 종합계획수립, 재난대비자원관리,
방재비축물자관리, 재난구호물자관리 등의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
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160∣경기도 광역방재 비축물자 관리 운영 효율화 방안

방재비축물자 관리 및 운영 용역 방식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현재의 용역
방식이 신축 운영 보다 효율적임
현행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의 시설 운영 용역
- 3년간(2019∼2021) 시설관리 및 보안에 따른 연평균 용역비 6억 4,075만원

광역거점센터 신축과 관련한 계획 및 타당성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구상이라는
용역연구를 통해 구체화됨

광역거점센터 신축과 임차용역에 따른 비교분석
현행 시설규모와 용역계약에 대한 단순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신축 운영시 비용
을 단순 추산함
- 신축 관련 설립 타당성은 입지와 총예산 규모가 설정된 후 기본계획구상 용역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광역방재거점센터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비용
- 임차･관리 유지비: 3개년 연평균 기초, 20년 용역비용은 약 109억 5,943만원으로 추산됨
･ 3개년 연평균 5억 4,800만원(비축창고 관리 부분 공제 후)
- 신축 운영 예상 비용: 초기 투자비용 및 20년 운영비용은 약 181억 2,450만원으로 추산됨
･ 초기 투자비용 119억 8,550만원 + 관리운영비 61억 3,900만원

광역거점센터 신축과 민간전문업체 임차용역에 따른 경제성 검토 결과, 20년간
운영 시, 신축 운영보다 임차 운영이 약 71억원 더 경제적인 것으로 추산됨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창고의 내용연수는 20년이므로 이를 기초로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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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광역방재거점센터에 대한 용역(시설임대관리) 및 신축의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시설
임차
(용역)

Ÿ 신축보다 경제성 비교 우위
Ÿ 비축물자 보관량에 따라 탄력적(확대, 축
소) 계약 운영 가능
Ÿ 행정적 업무량 절감
Ÿ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조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
Ÿ 민간의 대규모 인력과 장비 활용 가능
Ÿ 업체 간 경쟁으로 비용 절감 및 운영 서비스
질 향상

Ÿ 계약업체 교체에 따른 보관장소 변동으
로 안정적 관리 운영 미흡
Ÿ 잦은 이동으로 인한 보관 물품 파손
우려
Ÿ 매년 시설임대 및 관리비 부담

신축
직영

Ÿ 비축창고 위치고정으로 비축물자의 체계적
이고 안정적 운영
Ÿ 도 재난수습부서와 공동 활용 용이
Ÿ 신규인력 채용 등을 통한 자체 전문가 양성
가능
Ÿ 시군 등 재난자원 관리 공무원의 교육 장소
등으로 활용

Ÿ 초기 대규모 예산 확보 필요
Ÿ 신규 인력 및 기본운영 경비 필요
Ÿ 민간에 비해 물류체계에 대한 전문성과
관리능력 미약
Ÿ 민간 전문 인력 및 장비 활용 한계
Ÿ 보관물량 초과 시, 신규창고 확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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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status of the metro disaster prevention center and the storage
of disaster prevention stockpile for rapid rescue, first aid, and recovery
in the event of a disaster. In addition, it was attempted to systematically
explore the role sharing and effici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center and the storage.
To this end, the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system of disasters
were reviewed,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metropolitan disaster
prevention stockpiles were confirmed, and implications were drawn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and overseas cases. In additio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Gyeonggi-do disaster prevention
stockpiles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following four policy suggestions were presented.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hrough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plan for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items and quantities of disaster
prevention stockpiles.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storage of disaster prevention stockpile, it is proposed to provide
small-scale disaster support to the cities and counties, and to improve
the proximity, closeness, and convenience of the locations. Third, since
the management of disaster prevention stockpiles is distributed and
managed in three teams, inefficiency of work occurs, so work efficiency
should be improved through unification. Finally,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disaster prevention stockpiles, the current service
method using the private expertise seems to be more preferable than
the operation of new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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