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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북한지역 재난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이란 북한지역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안정화를 위해 공공조직이 투입되어 북한 주민들이 일

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 통신, 식수 및 용수, 에너지 등과 같은

서비스 기반 시설을 복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재난은 인공 및 자연재해로부터 지역공동체가 극복해낼 수 없을 때 발생

하며 안정화는 공공조직이 투입되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다. 도시생명선 

구축은 안정화 임무 수행 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것으로 재난, 안정

화, 도시생명선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초기 재난대응과 도시생명선 구축 시 시행착오를 반복

해 왔다. 재난의 발생 시기와 유형은 누구도 알 수 없었기에 재난대응에 꼭 

필요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북한 지역에서는 수많은 재

난들이 발생해 왔고, 향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세계 도처에 발생했던 재난과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교훈삼아 북한에서 이러한 재난이 발생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지역에서 재난, 안정화, 도시생명선이 어떻게 연계

되고 특징은 무엇인지 연구하는 것이다. 수 십 년간 분단으로 대한민국과는 

다른 환경과 문화를 가지게 된 북한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

국 일반인의 잣대로 도시생명선을 구축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재난관리, 안정화 및 도시생명선 구축의 관계

와 특징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북한지역 재난시 안정화를 위

한 도시생명선 구축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하였다. 그런데 효과적인 도시



생명선 구축을 위해 투입되는 책임기관은 도시생명선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도시생명선 구축과정을 4개의 단계로 구분 후 단계별로 설

정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한 설문은 크게 대한민국 일반인과 북한

주민 두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이 중 북한주민에 대한 설문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들로 대체하였다. 분석방법은 카이스

퀘어검정, 순서형로짓 분석, 컨조인트 분석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

용한 ArcGIS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그리고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들은 재난 시 대한민국이나 외국의료진에 진료요청을 주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난현장에서 긴급 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소요판

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장에 투입되는 긴급 의료지원팀은 적극

적으로 의료지원소요를 파악해야 하며, 평시부터 북한주민들에게 대한민국

의 의료지원체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한민국 일반인과 새터민 모두 도로복구를 제일 우선하여 해결해

야 할 서비스로 선택하였으나, 일반인은 1차선 포장도로를 최우선 복구대상

으로 선정하였고, 새터민은 2차선 포장도로에 가장 높은 효용을 부여하였

다. 그리고 대한민국 일반인은 새터민들에 비교하여 도로, 통신 서비스의 

우선복구에 높은 효용을 두었고, 새터민들은 대한민국 일반인들에 비교하여 

식수 및 용수와 에너지에 높은 효용을 두었다. 향후 북한지역에서 도시생명

선을 구축할 때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비중을 두어야 할 분야를 

알 수 있었다.

셋째, 재난 시 긴급 지원품목으로 일반인은 식량 > 의약품 > 물 > 연료 

> 의류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새터민은 식량 > 의류 > 물 > 의약

품 > 연료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일반인들은 식



량 다음으로 의약품을 중요한 긴급 지원품목으로 생각하나 새터민들은 의

류를 의약품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정한 시점이 도래하여 대한

민국 정부가 북한 전역에 약 6백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품목을 구성하

기 위한 예산할당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면 본 연구 결과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해 북한지역의 화물 수송은 거리에 관계없이 

도로가 철도보다 우세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여전히 철도 또한 중요한 

운송수단이다. 따라서 북한 전역에 긴급 지원물자를 수송, 전달하기 위해서

는 북한철도의 활용이 불가피하므로 대한민국정부에서 직접 북한철도를 유

지·보수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ArcGIS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방향이 북한주민들

의  기대 및 필요항목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향후 이 연구를 참고로 북한지역 재난대응을 준비한다면 현재 대한민국 일

반인의 기대수준보다 효과적인 도시생명선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응답한 새터민이 북한 전 주민을 대표하기에는 표본

집단과 표본수의 제약이 있었으며, 컨조인트 분석의 한계 상 도시생명선 구

축 서비스와 긴급 지원품목을 다양하게 조사하지 못했다. 후속연구는 보다 

다양하고 정밀한 방법으로 북한주민들의 대표적 성향을 조사하여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논문을 통해 

드러난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들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북한, 안정화, 재난, 도시생명선, Life-line, 카이스퀘어검정,

       순서형로짓 분석, 컨조인트 분석,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ArcGIS Network Analysis

학번 : 2010-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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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내 특정 지역에 어떠한 이유로든 재난이 발생한다면 지역의 조
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관련된 기관들이 재난 현장에 투입된다. 대한민국
정부, 지역사회와 지역책임 군부대는 상호 협조하여 준비된 재난형태별 대
응 매뉴얼에 따라 재난 대응 및 복구를 시작할 것이며 도시생명선1)을 우선 
구축할 것이다. 

북한지역은 전 세계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
져2) 있는데, 이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은 북한지역의 재난
극복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정부와 북한정권과의 협
조 결과에 따라 재난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참여수준이 결정된다.

최근 언론에서는 북한주민 6백만 명이 아사위기에 처하여 있다고 보도하
였으며3) 이것은 재난상황과 흡사하다. 대한민국정부가 재난상황에 처한 북
한주민들을 위한 도시생명선을 구축해야 한다면 북한 지역 재난관리에 보
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수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재난 
대응 및 복구 시 발생 가능한 '차이'4)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평상시부터 충
분히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지역 재난관리에 대한 대한민국정부, 북한
정권 등 이해 관계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지역 재난 

1) 특정한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하게 했던 도로, 통신 등 물

리적인 형태의 시설을 포함하여 이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체계나 운용조직

을 의미한다(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설명)

2) 국제적십자 연맹의 “2007 세계 자연재해 보고서”와 독일 환경단체 ‘저먼워치(Germanwatch)’의 

조사결과 참조

3) 국제식량기구(WFP)는 북한은 2011년 이후 약 600만 명이 아사위기에 처하여 있는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http://www.inewspeop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1 )

4) '차이'란 재원조달(Funding), 계획(Planning), 실행(Implementation), 참여(Participation)의 분야

에 발생할 수 있는 물리·심리적 간격을 말한다.(제2장 1절 3. 재난극복을 위한 노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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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한민국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대응 및 복구에 참여하기는 불가능하
였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에 대한 연구도 지금껏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어, 
쉽사리 공유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5) 본 논문과 유사한 주제를 다룬 
연구도 도서관,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
다.

Year DisasterSubgroup DisasterType TotalAffected Total Dam.('000 US$)
1987 Hydrological Flood 20,071 0
1987 Hydrological Flood 0 0
1979 Geophysical Earthquake 0 0
1995 Hydrological Flood 5,700,000 15,000,000
1995 Hydrological Flood 500,000 0
1996 Hydrological Flood 3,270,000 2,200,000
1997 Hydrological Flood 29,000 0
1998 Hydrological Flood 10,172 0
1999 Hydrological Flood 42,135 2,000
2001 Hydrological Flood 10,000 0
2001 Hydrological Flood 177,584 9,400
2002 Hydrological Flood 58,443 0
2004 Hydrological Flood 199,255 20,000
2004 Hydrological Flood 450 0
2005 Hydrological Flood 16,298 0
2006 Hydrological Flood 84,500 0
2006 Hydrological Flood 7,324 0
2007 Hydrological Flood 1,170,518 300,000
1996 Biological Epidemic 200 0
1993 Meteorological Storm 2,500 110,000
1997 Meteorological Storm 0 10
2000 Meteorological Storm 627,180 6,000,000
2002 Meteorological Storm 7,401 500
2006 Biological Epidemic 3,000 0
2007 Meteorological Storm 1,649 0
2010 Hydrological Flood 17,000 0
2010 Hydrological Flood 38,785 0
2010 Meteorological Storm 40,000 0
2011 Meteorological Storm 6,499 0
2011 Hydrological Flood 21,160 0
2011 Hydrological Flood 29,933 0

* EM-DAT(The OFDA-/CRED 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

[표 1] 북한의 기상재해 통계(원문)

5)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 2009년 8월 개관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는 그 동안 연구되었으나 공개

되지 않다가 최근에 공개된 북한관련 연구 자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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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적 수준에서 준비가 필요하나 현실적 제약으로 인
하여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북한 재난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 
분야에 연구의 기틀을 제공하는 것이며,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시 발생 
가능한 핵심적인 '차이'를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앞서 언급된 대로 북한지
역 재난극복 지원 시 대한민국정부와 북한정권 등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차
에 따른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차이'라 치더라도 다른 '차이'들은 우
리가 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장차 
통일에 대비하여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지역 재난관리에 대한 준비, 
대응, 복구 지침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정
부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 지역 재난대응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일반적인 재난대응 연구와 차
별화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일반적인 재난의 개념부터 안정화 및 도시생명선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이들의 관계와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북한지역 안정화
를 위한 도시생명선에 대해 재정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 자료를 통해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의 틀
을 단계화한 후 발생 가능한 4가지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을 시도하였다. 대한민국 일반인이나 IO/NGO가 예상하는 방
향과는 다르게, 실제 북한주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도시생명선 구축에 무
엇이 필요한지 찾고자 하였다. 북한지역 재난발생 시 대응 및 복구에 효과
적으로 도시생명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
집하는 것은 많은 제약사항이 존재하므로 북한으로부터 탈출하여 대한민국



- 4 -

[그림 1] 연구수행 체계도

에 정착한 새터민을 북한주민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일반인의  대체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새터민에게 실시한 것과 동일한 
설문을 대한민국 일반인에게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두 번째 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본 연구와 선행연
구와의 이론적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장에서는 북한지역 재난시 안
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의 틀과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네 번째 장에서 
가설을 검증하였다. 마지막 장은 연구결과와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및 한
계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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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배경

1. 재난관리의 개념 및 단계구분

1.1 재난관리의 개념

재난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사전적 정의를 종합하면 피해의 
정도와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 영향을 받은 사회자체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지칭한다. 국방부 규정6)에 의한 정의도 ‘재난’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정도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엔개발계획 또한 재난을 “사회의 기본조직과 정상기능을 파괴하는 갑작
스러운 사건 또는 큰 재해로써 재해를 입은 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
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 사회
간접자본, 생활수단의 피해를 일으키는 일련의 사건”7)으로 정의하였다. 이 
역시 위의 사전적 의미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재난은 과거에는 주로 자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간
의 잘못된 기술사용에 의해 발생8)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재난관리의 개념을 법제화하였다.

현행법9)에 따르면 재난관리는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재난발생 

6) 국방부 재난관리업무 처리훈령(제1013호,’09.12.31.개정) 제2조

7) http://www.undp.org 의 재난의 정의를 참고

8)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 사고나 전쟁, 환경오염 등을 의미한다.

9) 재난관리법 제 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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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 학자들은 통상
적으로 재난관리를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난의 완화와 
예방, 대비와 계획, 응급대응, 복구에 관한 정책과 집행과정을 총칭하는 것
으로 정의10)한다.

1.2 재난관리 단계의 구분

통상적인 재난관리는 예방, 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
계에 대한 세부 설명은 다음과 같다.

1.2.1 예방 단계

예방단계는 완화단계로도 통용된다. 예방단계에서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
에 재난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재난요인을 제거하고,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
며, 피해를 분산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장기 마스터플
랜, 위험지도나 피해예측도 작성, 각종 안전기준의 설정, 재해취약지구 통
제 등이 실시된다.

1.2.1 준비 단계

준비단계는 대비단계로 호칭되기도 한다. 준비단계는 재난경감을 위해 노
력하였으나 재난발생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경우 재난발생을 예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재난 준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
응계획을 수립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비하며 대국민 홍보와 연습을 실시
한다.

1.2.3 대응 단계

대응단계는 실제 재난 발생 시 준비된 대응계획을 실행하고 비상체제에 

10) University of Wisconsin-Extension Disaster Management Center, 1986, “Aim and Scope 

of Disaster Management”, Madison : 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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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입하는 단계이다. 예컨대, 대응단계는 주민을 대피시키고, 긴급 수송로 
및 통신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의료지원을 실시하며, 이재민을 수용할 대피
소를 운영하는 등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
한 모든 활동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1.2.4 복구 단계

복구단계란 대응단계를 거치며 재난의 초기혼란이 안정되면 재난전의 정
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 재산에 대한 임시 응급복구 
및 항구적 복구를 추진하는 단계이다. 주요활동으로는 도로, 통신, 에너지 
등 도시기반서비스의 물리적인 복구와 교육, 행정 등 도시운영 시스템의 정
상화 등이 포함된다.

2. 재난관리상 안정화와 도시생명선 구축의 관계

2.1 안정화의 개념

‘안정화’란 사전적으로는 바뀌어 달라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
한다는 의미의 용어로 영어로는 ‘Stabilizing’이 대응되는 개념이다. ‘안정
화’란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가격 안정화’, ‘환율의 안정화’와 같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십중팔구는 재난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그 지역은 그로 인한 수많은 변화가 생기므로 일정
한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어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정화는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국가적인 공권력 투입을 전제
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서는 인재나 자연재해 즉, 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정화의 개념은 과거와 같이 환율의 안정화와 같은 개념보다는 국가규모
의 공권력 투입과 관련된 계획이나 결과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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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태풍피해나 해외에서 발생한 지진, 쓰나미의 피해
발생 시 피해지역 안정화는 국가규모의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
고 있으며 대한민국 군과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조직에서는 안정화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군에서 사용하는 안정화는 우리가 쉽게 인식하고 있는 공격 및 방어 작
전과 동일수준에서 논의되는 개념11)이다. 미군은 안정화작전을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유지 또는 재확립하고 기초정보 서비스제공, 긴급 기반시설 
재건,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력의 다른 수단과 함께 미국 밖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군사임무, 과업, 활동들을 의미한다.”라고 정의12)하고 있다. 우리군
은 안정화작전을 “전시 자유화지역에서 치안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며 정
부의 통치 질서를 확립할 때까지 수행하는 군과 정부 및 민간분야의 제반 
작전활동”으로 정의13)하고 있다. 군의 안정화작전 세부 과업에는 표 2.와 
같이 재난에 대하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
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과   업 과   제
안정화를 위한 
군사작전(6) 대유격작전, 대테러작전, 병참선방호, 중요시설방호, 부대방호태세 유지

민간안전지원(6)
주민성분분류 및 적대세력 색출 및 무력화, 치안질서 확립, 무장해제/
동원해제 및 재통합시행, 주요인원 및 시설보호, 폭발물 및 화학/생물
학/핵 위험물질 제거, 국경선 통제

민간인통제(3) 사법체계 확립, 전복세력 및 범법자 단속, 피난민 및 주민이동 통제
인도적 지원(4) 민생물자 및 생필품 확보지원, 공공보건 활동, 인권보장 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긴급 사회기반시설 
복구 및 경제지원(4)

비행장/항만/병참선 등 복구지원, 사회기반시설 복구 지원, 민생경제활동 
안정지원, 천연자원 및 환경보호

정부통치 지원(5) 주민자치기구 및 임시행정기구 조직, 적대정권 유지기구 해체, 주요 시설
과  자원접수 및 관리, 선무 및 홍보반 운용, 보도매체 접수 및 통제

* 출처 : 육군교육사령부, 2011, 안정화작전(안정화사단운용) 2-34쪽

[표 2] 군의 안정화작전 6대 과업과 27개 세부과제

11) 육군 지상군 교범에 따르면 군사작전은 공격, 방어, 안정화 작전으로 구분된다.

12) 육군교육사령부, 2011, 안정화작전(안정화사단운용) 2-30쪽

13) 상게서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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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재난관리상 안정화란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군사적 개입을 포
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공권력이 투입됨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2 도시생명선의 개념

‘도시생명선’이란 ‘도시’와 ‘생명선’의 합성어로써 현재는 각종 국어사전에 
조차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이지만, 공공기관의 보고서나 연구자료14)에는 
종종 ‘도시생명선(lifeline)’의 형태로 등장한다. 이와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
한 의미로 외래어인 ‘라이프라인(lifeline)’은 ‘일상생활의 기반시설’을 의미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15)  

세계은행이 발생한 재난복구 핸드북16)에 따르면 ‘도시생명선(lifeline)’은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여러 시설이나 체계로 식수 및 용수, 에너지, 위
생, 통신 그리고 교통 인프라’로 정의된다. 선행연구17)에 의하면 도시생명
선이란, ‘지역 내 공동체의 생존과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연결하는 일종의 네트워크로써 교통, 에너지, 통신, 식수 및 용수 그리고 
위생체계’와 ‘기본적인 생활의 보호와 유지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간주되는 
구조, 기반시설, 서비스의 종합체’로 정의된다.(표 3. 도시생명선(lifeline)의 
개념 정의 참조)

도시생명선은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하게 했던 물리적인 형태의 
시설을 포함하여 이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체계나 운
용조직들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도시생명선이란 ‘인간이 일상생
활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시설, 체계 및 조직으로써 도로, 철도, 항만 등의 

14)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 2000, “소방방재백서”, p.165, ; 서울특별시, 2002, “비전 서울 

2006”, p.154

15) 국립방재교육원, 2009, “도시방재학”, p.202; 강양석, 김현주, 2005, “도시성장과 재해방지” 

p.158, 주택도시 제8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백기영, 2003, “안전도시를 위한 방재체계 

및 방재도시계획의 방향”, p.14 등

16) Abhas K. Jha et al, 2010, A handbook for Reconstructing after Natural Disasters(Safer 

Homes, Stronger Communities), The World Bank, pp. 364. 

17) Francis Ciriannia et al, ‘Analysis of Lifelines Transportation Vulnerability’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3, p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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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 인프라와 통신, 상·하수도, 전력, 가스 등
의 설비시설 외에 병원, 보건소 등의 의료분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출    처 개념 정의
Abhas K. Jha et al, 2010,
‘A handbook for Reconstructing after 
Natural Disasters(Safer Homes, Stronger 
Communities)’, The World Bank, pp. 364. 

“Public facilities and systems that provide basic
 life support services such as water, energy,   
 sanitation, communications, and transportation.”

Wiktionary (http://en.wiktionary.
org/wiki/Wiktionary:Main_Page)

“A means or route for transporting indispensable 
supplies.”

Francis Ciriannia et al, 2012
‘Analysis of Lifelines Transportation 
Vulnerability’

“Lifelines are, therefore, the networks which are 
developed on the entire territory to relate and 
connect the various settlements and points of 
interest of the different subsystems. They 
guarantee the essential services necessary for 
the functioning and the survival of the 
communities (transports, energy, telecom- 
-munications, water and sanitary networks). 
We can define them as the set of structures, 
infrastructures and services regarded as 
indispensable for the maintaining or protection 
of the life of the given systems."

[표 3] 도시생명선(lifeline)의 개념 정의

다만, 도시생명선은 민족, 지역과 장소에 따라 재정의 되어 질 필요가 있
다. 민족, 지역 및 장소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
한 물리적인 기반시설 및 이것을 운용하는 체계, 조직은 다를 수 있다. 그
리고 도시생명선의 정의상에 언급된 모든 종류의 시설이 재난지역에 포함
되어 있지도 않으며 도시생명선의 유지목적이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
면 개별 지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3 안정화와 도시생명선의 관계

도시생명선 구축은 안정화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안정화의 개념에는 
도시생명선 구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생활필수요소 외에 치안, 행정, 교
육 등의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정화는 재난관리 단계에서 대응과 복구 단계에서 주로 시행된다. 안정
화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생명선 구축도 재 정의된 범위와 우선순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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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및 복구단계에 주로 포함된다. 도시생명선 구축은 초기에 즉각 조치해
야 하는 대응분야와 중장기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복구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특정지역에 대한 재난대응계획의 수립은 준비 
단계부터 도시생명선 구축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다뤄질 필요가 있다. 북
한지역은 장래에 대한민국이 재난대응 및 극복을 지원해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3. 재난극복을 위한 노력
3.1 재난 피해지역 공동체의 수요에 부응

재난발생 직후 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하나는 정부기관이나 공공조직 등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주민 공동체 등이 주도로 하는 것이다18). 정부는 세부적
인 정보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비정부기구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관들과 협조하는 한편 자금조달을 관리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
공동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게 해야 한다. 지역 공동체는 단지 그들을 위
한 재난의 대응 및 복구에 전념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 공동체가 
주도로 하는 재난의 대응 및 복구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내부 정보의 
유통 면에서 정부 주도로 하는 것보다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
으며, 이와 관련된 사례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19)   

재난의 대응 및 복구에 있어 초기 피해지역의 가용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재난 대응의 주요한 실패요인이었음을 많은 

18) Abhas K. Jha et al, 2010, A handbook for Reconstructing after Natural Disasters(Safer 

Homes, Stronger Communities), The World Bank,  pp 8. 

19) 상게서 pp. 103. Case Studies ‘1999 Eje Cagetero Earthquake, Armenia, Colombia’ ( 

Lizarralde, Gonzalo; Johnson, Cassidy; Davidson, Colin eds, 2009, Rebuilding after 

Disasters From Emergency to Sustain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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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20)들이 지적해오고 있다.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응 및 복구를 
지원할 기관은 지원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공동체 고
유의 능력, 특징, 취약성 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21) 재난
을 당한 지역공동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달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나 공공기관의 몫은 그 나머
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22) 

3.2 ‘차이’ 줄이기

재난의 대응과 복구 상황에서 수혜 대상이 된 지역공동체와 재난대응 및 
극복을 지원하는 기관들 사이에는 일종의 '차이'-재원조달(Funding), 계획
(Planning), 실행(Implementation), 참여(Participation)-가 존재한다.23) 

재원조달(Funding)의 ‘차이’란, 재난발생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재난
대응 및 극복의 시기(초기, 중기, 후기)별로 재난 대응 및 복구의 주체가 기
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기에 따라 투입 또는 철수하는 조
직이나 기관이 있을 것이며, 투입되는 기관 및 조직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지출하는 자금의 규모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투입되는 자금의 목적도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그런데 성공적인 재난대응 및 극복을 위해서는 일정
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돼야하므로 재원조달의 차이를 줄이는 것은 필
수적이다.

계획(Planning)의 ‘차이’란 계획과정에서 하나의 계획보다는 여러 개의 
계획들이 만들어 질 수 있으며 만일 다수의 계획들이 최초 계획수립의 동
기에 합목적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 

20) V. Thiruppugazh, 2013, ‘Post-Disaster Reconstruction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Risk Reduction : A Comparative Study of Three Disasters’ Disaster Risk Reduction, 

Springer Japan, pp. 19 (Bates 1982; Oliver-Smith 1991; Jigyasu 2001; Barakat 2003; 

Arslan and Unlu 2006; Asgary et al. 2006; Barenstein 2008; Salazar and Jigyasu 2010)

21) Abhas K. Jha, 전게서, pp. 9. ‘Who does what? Stakeholder Roles and Responsibilities’

22) Abhas K. Jha, 전게서, pp. 7. ‘Achieving People-Centered, Integrated Reconstruction’

23) Tony Lioyd-Jones, 2006, Mind the Gap! Post-Disaster Reconstruction and the 

Transition from Humanitarian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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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조직들
이 각기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두고 동일한 재난대응에 참여할 때 겉으로 보
이는 계획의 목표와 실제 목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조직간 계획에는 실질
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실행(Implementation)의 ‘차이’란 재난의 대응 및 복구에 있어 투입된 
기관들이 임무를 인수인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차이이다. 이는 실행기관이
나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각종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데 바탕이 되는 정책
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및 조직들 간 효과적인 협력체제의 수립이 중요하다.

참여(Participation)의 ‘차이’란 종종 간과되지만 중요한 차이다.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재난을 당한 지역공동체가 재난대응 주도 기관이나 조직이 
요구하는 근로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기대만큼 부응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차이이다.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상황을 두고 대한민국정부, 북한정권, 
IO/NGO 등 이해관계자들은 각각 다른 입장에서 북한주민의 재난사태를 대
처해왔다. 현재까지 어느 쪽도 북한주민들을 재난으로부터 해방시키지는 못
하고 있는 듯하다. 재난을 당한 지역공동체와 재난대응 및 극복을 지원하는 
기관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북한의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기관들 간의 계획, 실행의 '차이'이
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은 재난에 처한 북한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상징적
인 의미의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분배의 투명
성문제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아사위기에 처한 북한주민에 대한 본격적인 지
원은 시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정권은 외부로부터의 모든 지원은 체제
안정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활용하여 군
부와 지지계층을 달랜다.24) 즉 북한정권은 최소한의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24) 새터민(허00, 50세, 남, 2002년 탈북, 00공장 지도원 & 사로청위원장) 김정일은 생전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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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기를 통제하고 있는 듯하다. 재난에 처한 북한주민들에 대하여 인도적 지
원을 실시하려던 최초 계획(Planning)과 북한정권의 유용을 막으려는 계획
(Planning)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있어 북
한정권이 매개자의 역할을 함에 따라 재난을 당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
원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행(Implementation)에 대한 ‘차이’도 발생하
고 있다.

재원조달(Funding)의 차이도 있다. IO/NGO는 대한민국 및 북한과 직접
적인 이해관계 없이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폐쇄적이며 
체제유지에 무엇이든 유지하려는 북한정권의 특성상 IO/NGO는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북한지역에서 강제로 추방당하거나 자진 철수하였
다가 재진입하는 등 제한적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재난발생시 
꾸준하게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과연 이들의 활동이 효과적이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구성원 대부분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폐쇄
적인 공산주의사회에 적응하여 온 북한주민들과 IO/NGO 조직 사이에 참여
(Participation)의 ‘차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지역 재난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도시생명선이 효과적으로 구축되려
면 앞서 언급된 '차이'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현재까지 북한지역에 대한 재난관리, 안정화, 그리고 도시생명선에 대한 
연구는 동시에 진행된 사례가 드물다. 정창무 등(2012)이 연구한 ‘통일 후 
북한 경제자활 및 인구이동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에 관한 연구’가 
이 분야에서는 유일한 연구인데 북한 재난 시 도시생명선 구축방안을 3일, 

인민 다 죽어도 백만의 군 병력과 핵심계층 300만 있으면 정권은 유지한다. 지금 인구가 너무 

많아"라고 공포했다고 인터뷰를 실시('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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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저자/기관(년도) 및 제목 주 요 내 용

관련분야 대상지역
재난관리 안정화 도시생명선 북한 남한(일반)

논
문

1.이광훈(2008)‘대북 인
도적 지원 정책의 집행 
실패요인 분석’

대북 인도적지원의 실패는 
정책결정-집행 거버넌스의 
실질적제도화가 이뤄지지 
못한데서 기인

대응 × × ○ ×

2.Mahmood(2004)‘지진
재난 시 도시생명선의 
위험을 경감시기키 위
한 도시계획과 설계의 
역할’

재난 시 도시생명선 유지를 
위해 재난관리와 관련된 기
관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하여 재난 시 대응
능력을 키울 것을 주장

예방/
준비
대응/
복구

× ○ × ○

3.Stephanie(2003)‘美오
레곤주 포트랜드 상수
도체계 복구 사례연구’

재난을 당한 지역의 도시생
명선 구축에서 재건까지 비
용을 추정

대응/
복구 × ○ × ○

4.Stephanie(2004)‘공동
체 재난복구 시 도시생
명선 체계의 역할 평
가’

지진 재난 시 건물, 전
력, 수도 인프라의 손실이 
재난복구에 사회·경제적으
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
복구 × ○ × ○

5.박소연 등(2010)‘북한
의 홍수피해현황 및 대
응방안’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유형을 
분류하고 남북한 홍수피해를 
비교, 북한은 남한인구의 절
반에 불가하나 홍수 때 많은 
인명피해 발생

예방 × × ○ ×

6.박휘락(2010)‘북한 급
변사태와 통일에 대한 
현실성 분석과 과제’

북한지역 인도적위기 발생 
시 UN의 승인 없이 대한민
국 군이 북한지역 안정화를 
위해 투입가능

대응 ○ × ○ ×

7.홍현익(2013)‘북한 급
변사태에 대한 국제사
회의 개입과 한국의 준
비·대응방안”

북한지역의 비군사적사태들
에 대하여 군사적 대응보다
는 남북대화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지원이 타당

대응 ○ × ○ ×

8.손기웅(2012)‘통일 직
후 과도기 상황에서의 
북한지역 안정화 방안’

군경의 질서유지, 
활보방안제안 대응 ○ × ○ ×

[표 4] 북한지역 재난 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 관련 선행연구(1/4)

3주, 3개월로 구분하고 구호품목과 운송경로를 판단하기 위한 의사결정지
원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외의 연구는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및 국방연
구원을 중심으로 한 북한지역 재난관리, 인도적지원정책의 평가, 안정화, 
급변사태 등 각 분야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접
근이 제한적인 북한지역 특성상 논문의 형식보다는 보고서나 기고문의 경
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연구는 재난관리부터 안정화와 도시생명선 문제까지
를 전체적으로 다루기보다 부분적으로 접근하였다고 생각된다. (세부 내용
은 표 4.~7. 참조)



- 16 -

구
분 저자/기관(년도) 및 제목 주 요 내 용

관련분야 대상지역
재난관리 안정화 도시생명선 북한 남한(일반)

논
문

9.홍성국(2010)‘북한 급
변 사태 시 식량필요량
의 추정’

북한 급변 사태 시 긴급구호
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량
을 693천 톤으로 추정

대응 ○ × ○ ×

10.박기덕(2011)‘대북한 
인도적지원에 대한 
INGO의 참여모델’

북한의 식량실태 조사, 
INGO의 역할수행을 위한 특
성과 능력 및 자격을 분석하
며 대안을 제시

대응 × × ○ ×

11.홍영교 등(2009)‘재해
구호품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재해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의 인식차를 조사하고 
환류시스템 개발 및 인센티
브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제안

대응 × × × ○

12.Marcia Perry(2007)
‘자연재해 관리계획-
쓰나미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관리 연구’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준비, 대상지역 주민들의 
참여, 필수지원품목에 대한 
협조된 평가 그리고 정보공
유, 물류전문가 참여확대 
등이 재난관리에 중요

대응/
복구 × ○ × ○

13.Cruz A. M.(2007) 
‘재난관리에 대한 공
학적 기여’

도시생명선은 각종 재난에 
취약하고, 도시생명선의 손
실은 재난대응에 지극히 나
쁜 영향을 줌

대응/
복구 × ○ × ○

14.Scira Menoni(2001)
‘대도시환경에서 피해
와 실패의 고리:1995
년 고베지진의 관찰
결과’

도시생명선 평가를 물리적,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구분
하여 평가, 1995년 고베지
진 대응 취약점을 분석, 효
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도시생명선 복구 업
체들 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

예방/
대응 × ○ × ○

15.Scira Menoni(2001) 
‘도시생명선의 지진에 
대한 취약성 평가 : 
시스템적 접근’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지역
지진발생시, 지역 내 마을
의 도시생명선 취약정도를 
평가하고 서열화를 시도  

예방/
대응 × ○ × ○

16.Antonio M. (2003)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시생명선의 취약성 
연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대하
여 4가지 지진피해평가방
법으로 지진강도별 도시생
명선 파괴지점수를 추정

예방/
준비 × ○ × ○

17.Francis Cirianni(2012) 
‘교통 도시생명선 취
약성분석’ 

퍼지이론으로 이탈리아 레
기오 칼라브리아(Rdggio 
Calabria)지역의 산사태 취
약지역 분석

예방 × ○ × ○

[표 5] 북한지역 재난 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 관련 선행연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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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저자/기관(년도) 및 제목 주 요 내 용 

관련분야 대상지역
재난관리 안정화 도시생명선 북한 남한(일반)

보
고
서

1.정창무 등(2012)‘통일
부 경제자활 및 인구이
동 안정화를 위한 도시
생명선 구축에 관한 연
구’  

북한 재난 시 구호품목 및 
경로제공 의사결정지원 알고
리즘 제안

예방/
준비
대응/
복구

○ ○ ○ ×

2.손기웅(2012)‘통일 직
후 과도기 상황에서의 
북한지역 안정화 방안’

통일 직전후 군경의 질서유지, 확보방안으로 안정화 단계에 따라 적성제거, 획득/보호, 활용의 비중을 달리 적용할 것을 제안
대응 ○ × ○ ×

3.석영환(2008)‘북한의 
의료실태’

기본적 약품 부족으로 특권
층을 제외한 일반주민 의료
지원 불가

대응 × × ○ ×

4.백경오(2009)‘임진강 
북측댐들의 영향과 대
처방안’

임진강 북측댐들의 홍수기 
및 갈수기 영향을 분석 예방 × × ○ ○

5.한국수자원공사(2007)
‘북한수해방지 협력방
안 기초연구’

북한 수해자료를 바탕으로 
수해원인파악, 수해방지 기
본뱡향 제시

예방 × × ○ ○

6.이종운(2012)‘북한의 
식량난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현황분석’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 극복
을 위해 근본적인 농업무분 
개혁조치와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국제협력이 필요

대응/
복구 × × ○ ○

7.양임석(2010)‘북한 급
변사태대비 식량비축 
및 긴급식량지원 대책’

북한 급변사태시 긴급구호에 
2개월분 식량 약70만톤을 
지역별로 추정하고 기착지별 
필요물량과 운송방안을 제시

대응 ○ × ○ ×

8.윤영관(2010)‘북한 의
료현황과 지원방향’

남북 보건의료 교류현황 정
리, 교류의 필요성과 바람직
한 정책 제시

대응 ○ × ○ ×

9.허지후 등(2013) ‘통일을 대비한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북한상하수도개발 기초자료구축 및 문제점을 기술적, 절차적(정책적),개발목표수립,재정소요추정 및 재원조달 측면에서 검토 

예방/
복구 × × ○ ×

10.Richard Mowll(2012) 
‘웰밍톤 도시생명선 
복구시간 판단’

뉴질랜드 웰밍톤에 강도 
7.5의 지진발생시 피해를 
입은 도시생명선의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

준비
대응
/복
구

× ○ × ○

[표 6] 북한지역 재난 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 관련 선행연구(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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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저자/기관(년도) 및 제목 주 요 내 용

관련분야 대상지역
재난관리 안정화 도시생명선 북한 남한(일반)

기
고
문
/
기
타

1.이상만(2010)‘민군작전
수행체계 발전방안’   

북한 안정화 위해 평시 민군
작전 역량 강화 필요

준비
대응/
복구

○ × ○ ×

2.한영진(2009)‘북한의 
식량난과 국경탈출 심
각’

북한주민 1인당 1일 1kg의 
식량지원이 필요함을 주장 대응 × × ○ ×

3.김운근(2000)‘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북한주민 1인당 1일 607g의 
식량지원 주장 대응 × × ○ ×

4.이상만(2011)‘반격작전
간 민군작전수행방안’  
 

전시 반격작전간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민군작전 
수행방안 제시

준비
대응/
복구

○ × ○ ×

5.한영진(2007)‘북한 대
형열차 사고 무엇이 문
제인가?’

북한 철도사고는 통신체계 
이상, 전기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로 발생

× × × ○ ×

6.김인호(2007)‘전력난으
로 기차 운행마져 어
렵다’

북한 화력발전소, 철도관리
국에서 근무중 입국한 이동
희씨와 인터뷰

× × × ○ ×

7.이용선(2007)‘북한 재
난과 참사 복구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북한이 직면한 생존위기 상
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성
지원에서 자립을 위한 투자
성 개발지원으로 전환이 필
요

대응/
복구 × × ○ ×

8.정효종(2010)‘재난관리
와 군의 역할’

재난관리를 단계별로 정리하
고 군이 수행했던 임무를 예
를 들어 설명

예방/
준비
대응/
복구

○ × × ○

9.차돌(2011)‘북한 급변
사태시 안정화 작전에 
대한 연구’

이라크 안정화 작전을 예로 
들어 국제사회협력유도, 군
사적전수행, 민간안전지원 
측면에서 안정화작전요소를 
요약

× ○ × × ○

[표 7] 북한지역 재난 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 관련 선행연구(4/4)

재난관련 연구로 이금순(2001)은 ‘남북한 재난관리 협력방안’을 통해 대
한민국과 북한이 재난관리에 대한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광훈·김
권식(2008)은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의 집행실패요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
라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과정을 분석하고 정책집행의 성공을 위해서 인
도적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제도화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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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북한지역에 대한 안정화 분야는 군 관련기관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
다. 손기웅(2012)은 ‘통일 직후 과도기 상황에서의 북한지역 안정화 방안’을 
통해 군·경의 질서유지와 치안확보 방안을 적성제거, 획득·보호, 활용 단계
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이상만(2010)은 ‘민군작전 수행체계 발전방안’을 
통해 향후 북한지역의 조기 안정화에는 평시 민군작전 역량의 강화가 필요
함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평시 재난 관리보다는 전시 혹은 전시와 
유사한 상황에서 북한지역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군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도시생명선에 대한 연구는 안정화보다는 재난관리와 연계하여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연구자가 거주하는 국가나 도시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이 
주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21세기에 들어 관련 연구
가 활발해지고 있다. 다음은 시기별 재난관리, 그리고 도시생명선 구축 관
련 연구들이다. 

Menoni S.(2001)는 ‘대도시환경에서 피해와 실패의 고리 : 1995년 고베지
진의 관찰결과25)’를 통해 도시생명선 평가를 물리적,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1995년 고베지진 대응 시 이러한 측면에서 발생한 취약
점을 분석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의사결정자들과 재난에 처한 사람들 사이
에 '차이'가 존재하며, 재난대응 시 불확실성이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연구자는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설을 개선하는 것보다 
도시생명선 복구업체들 사이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Menoni S.(2002)는 ‘도시생명선의 지진에 대한 
취약성 평가 : 시스템적 접근’26)을 통해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지진
발생시, 도시생명선이 가장 취약한 마을을 물리적, 구조적, 시스템적 측면
에서 분석하여 지진에 취약한 마을을 찾고자 하였다.  

25) Chains of damages and failures in a metropolitan environment: some observations on the 
Kobe earthquake in 1995

26) Lifelines earthquake vulnerability assessment: a system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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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io M. (2003)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시생명선의 취약성 연구’27)

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를 4가지 지진피해평가방법을 통해 지진강도별 도
시생명선 파괴지점수를 추정하였다. Stephanie E chang(2003)는 ‘미국 오
레곤주 포트랜드의 상수도체계 복구 사례연구’28)를 통해 재난을 당한 지역
의 도시생명선 구축에서 재건까지 소요된 비용을 추정하였다. 또한 
Stephanie E. chang(2004)은 ‘공동체 재난복구시 도시생명선 체계의 역할 
평가’29)연구로써 통해 지진 재난 시 건물, 전력, 수도 인프라의 손실이 재
난복구에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Mahmood 
Hosseini(2004)는 ‘지진재난 시 도시생명선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도시
계획과 설계의 역할’30)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재난 시 도시생명선 유지를 
위해 재난관리와 관련된 기관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하여 재난 
시 대응능력을 키울 것을 주장했다. 

Marcia Perry(2007)는 ‘자연재해 관리계획-쓰나미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
관리 연구31)’를 통해 2004년 쓰나미 재해 시 도출된 교훈들을 정리하여 발
표하였는데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준비, 대상지역 주민들의 참여, 필
수지원품목에 대한 협조된 평가 그리고 정보공유, 물류전문가 참여확대 등
이 재난관리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Cruz A. M.(2007)은 ‘재난관리에 
대한 공학적 기여’32)통해 도시생명선은 각종 재난에 취약하고, 도시생명선
의 손실은 재난대응에 지극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학은 기반시설
의 디자인이나 안전표준을 정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지진, 홍수, 태풍, 대
형화재 등의 재난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Richard Mowll(2012)는 ‘웰밍톤 도시생명선 복구시간 판단’33) 보고서를 

27) A lifeline vulnerability study in Barcelona, Spain
28) Evaluating Disaster Mitigations : Methodology for Urban Infrastructure Systems

29) Assessing the Role of Lifeline Systems in 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30) The Role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and Lifeline-Related Seismic Risk Mitigation

31) Natural disaster management planning A study of logistics managers responding to

    the tsunami

32) Engineering Contribution to the Field of Emergency Management 
33) Wellington Lifelines Group ‘Restoration Times’ report – 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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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뉴질랜드 웰밍톤에 강도 7.5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도시
생명선의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하였다. Francis Cirianni(2012)는 
‘교통 도시생명선 취약성분석’34)에서 퍼지이론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레기오 
칼라브리아(Rdggio Calabria)지역의 산사태 취약지역 분석을 실시하였다.

북한지역 도시생명선에 관한 연구는 앞서 소개된 정창무 등(2012)의 연구
를 제외하면 뚜렷한 결과물은 없으며, 북한지역 재난시 안정화 및 긴급구호
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식량지원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영진(2009)은 기고문 ‘북한의 식량난과 국경탈출 심각’을 통해 1인당 1일 
1kg의 식량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김운근(2000)은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을 통해 1인당 1일 607g의 식량지원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해
당 시점의 북한 식량사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연구결
과의 차이가 상당하여 차기 연구에서도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식량만 지원하면 재난에 처한 북한주민들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
는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전체식량의 규모가 얼마
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에 지원할 1인당 1일 지원 식량
의 산술적인 수량보다는 초기 도시생명선 구축 과정에서 식량과 더불어 필
요한 긴급 지원품목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신뢰성
과 타당성 문제에 대한 극복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도시생명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금껏 발생한 재난상황에 초점
을 맞추되 재난이 발생한 이후 대응 및 복구단계에서 얻은 교훈을 종합하
거나 재난발생 시 지역별 도시생명선의 취약성을 평가하는데 집중되어 있
다. 북한지역의 도시생명선 구축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대부분 초기단계에 
필요한 구호분야 중 식량지원에 중심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지역 재난상황에 무게중심을 두고 

34) Analysis of Lifelines Transportation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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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앞서 설명했던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북한지역 재난에 대응할 대한민국
의 정부기관과 국민들은, 북한주민들에게 재난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들은 같
은 민족이지만, 공산당 1당 독재치하에 60년 이상 김일성부자의 우상화속
에 살아온 결과 대한민국 일반인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
람들이다. 북한지역은 남한지역과 지형, 경제 및 사회 환경적으로도 동일하
지 않다. 이 연구는 북한지역 재난대응 시 도시생명선 구축방법에서 대한민
국 일반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북한주민의 생각이 일정분야에서 다를 수 있
음을 실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또한 북한지역 재난 시 필연적으로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북한지역 재난관리, 안정화 및 도시생명선 구축분야를 
하나로 통합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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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북한지역 재난, 안정화 그리고 도시생명선의 개념과 상호관계

제3장 북한지역 재난 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의 틀

제1절 북한지역 재난 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

‘북한지역 재난 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의 정의는 ‘전·평시 북
한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역을 최소한 재난발생 이전의 상태
로 되돌리기 위해, 적절한 공권력으로 재난지역에 도로, 통신, 식수 및 용
수, 에너지 등의 서비스를 복구·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정의를 내
리기 위해 필요한 북한지역 재난, 안정화 그리고 도시생명선의 개념과 상호
관계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1. 북한지역 재난과 안정화

1.1 북한지역 재난발생

북한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정전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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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현재 북한에서 각종 인공 및 자연재해로 사상자나 이재민이 발생
하였지만 북한정권이 내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에 발생했던 재난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재난이 발생했음을 알고 재난 극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한 적도 있지만 재난이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북한지역이 재난의 발생에 취약한 만큼 많은 북한주민이 재난의 
피해를 입었다.  

년 도 분  류 내    용 출  처
1976 인적재해

(열차폭발)
함경남도 흥남역에서 비료선적한 열차 폭발
 → 주변지역 파괴, 피해상황 미상 통일한국 2004.535)

1985 인적재해
(열차탈선)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운행 중 열차 탈선 
 → 5백여 명 사망한 것으로 추정

통일한국 2004.5
北韓 2007.136)

1987 인적재해
(열차폭발)

함경남도 화성군에서 북한군 호송열차 폭발
 → 주변지역 및 민가파괴, 피해상황 미상

통일한국 2004.5
北韓 2007.1

1990 인적재해
(열차화재)

평안북도 대관-구성 열차화재
 → 승객 300여명 사상 北韓 2007.1

1996 인적재해
(질병사망)

강원도 소재 고아원 수용인원 270명 중 60명이 
기아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
(유니세프 간부 확인)

AFP통신
한겨레
(1997.6.7.)37)

1997 인적재해
(열차추락)

자강도 회천군(개고개)에서 운행중 열차추락
 → 승객 2천~5천여명 사상

통일한국 2004.5
北韓 2007.1

1997 인적재해
(광산붕괴)

평안남도 덕천군 탄광연합기업소에서 광산 굉도 
붕괴, 화재 → 피해상황 미상 통일한국 2004.5

1998 인적재해
(열차사고)

함경남도 이파-단천간 열차사고 발생
 → 승객 5백∼1천5백여 명 사상 北韓 2007.1

1999 자연재해
(폭우)

개성, 황해, 평남, 강원지역 폭우
 → 농경지 침수(4만여 정보), 도로/철도파손, 

수백여세대의 주택손실 
통일부 정세분석

국38)
2007. 8

2000 인적재해
(열차사고)

평안남도 양덕군에서 운행 중 열차 사고 발생
 → 승객 1천여 명 사상

통일한국 2004.5
北韓 2007.1

2004 인적재해
(열차폭발)

평안북도 용천역 비료선적 객차 폭발
 → 사망 154명, 부상 1300명 北韓 2007.1

2004 자연재해
(폭우)

황해, 평남, 강원, 양강지역 폭우
 → 농경지 침수(10만여 정보), 도로/철도파손, 

전기/통신시설 파손 
통일부 정세분석국
2007. 8

2005 자연재해
(폭우)

평양, 평남, 평북, 함남지역 폭우 165mm
 → 500여명 사상, 주택 1만 4천세대 침수 

통일부 정세분석국
2007. 8

2006 인적재해
(열차충돌)

평안남도 양덕-고원 운행열차 충돌
 → 군인 270명, 민간인 400여명 사망 北韓 2007.1

2007 자연재해
(해일)

평안북도 철산, 용천, 선천(신미도) 해일
 → 주민 1백여 명 사망, 2천여 명 이재민 발생

대구일보
(2007.6.11.)39)

[표 8] 뒤늦게 알려진 북한의 국부적인 재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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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북한의 국부적인 재난상황과 이에 따른 피해상황은 사건이 
종료된 후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새터민들의 증언이 관련 저널, 정부
기관의 보고서, 그리고 AFP 등 외국 언론의 보도에 실리면서 알려지고 있
다. 앞서 유엔의 재해통계 자료에 근거한 표 1. ‘북한의 기상재해 통계’에 
의한 홍수, 지진, 전염병, 태풍 피해 등의 사례를 제외하고 북한 지역에 국
부적으로 발생했던 재난상황으로 우리에 알려진 것들은 위의 표 8.과 같다. 

표 8.에 거론된 북한의 재난들 중 일부 기상재해, 북한정권이 특별히 긴
급하게 국제원조를 요청했던 용천역 폭발 사건 외에는 대한민국 정부나 민
간단체가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을 파악하여 지원하지는 못하였다. 국제적십
자사가 발표한 '2012 세계재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
지 북한에서 7만 7747명이 순수 자연재해로만 사망했고 이재민은 974만 
15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민 숫자로만 판단해볼 때 북한 전 국민의 
약 41.4%40)가 자연재해를 경험하였다. 북한이 재난에 취약한 것만큼 많은 
북한 주민이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41) 즉 실시간 외부에 공
개된 것 외에도 북한의 특정지역은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해로 사상자나 이
재민이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것을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북한지역 고유의 특성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35) 통일한국 제22권 5호 통권245호 (2004. 5) pp.38-40

36) 북한 통권421호 (2007. 1) pp.151-160 

37)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60700289102005&edtNo=6

&printCount=1&publishDate=1997-06-07&officeId=00028&pageNo=2&printNo=2899&pub

lishType=00010

38) 통일부 정보분석국 분석총괄팀 보도자료(2007.8.14) “북한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3078116&dir_id=0&page=0&query=%EB%B

6%81%ED%95%9C%20%EC%88%98%EB%B0%B1%20%EC%82%AC%EB%A7%9D&ndsCat

egoryId=20300

39) http://www.idaegu.com/?bid=politics&c=4&m=bbs&uid=118191

40) 북한 전체인구를 2350만으로 가정하였을 때 이재민의 비율이다.

41) 우연하게도 이 숫자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시 홍수피해 경험비율과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설문에서 총 248명중 106명(43.4%)이 홍수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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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북한 재난지역의 안정화

현재와 같은 정전 시 북한 재난지역의 안정화란 재난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 북한지역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공공의 노력이 투입되어 재난지역
을 재난발생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전시 상황이라면 북한 재난지역 안정화의 개념은 군에서 정의한 
개념에 입각하여 “전시 자유화지역에서 치안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며 정
부의 통치 질서를 확립할 때까지 수행하는 군과 정부 및 민간분야의 제반 
작전활동”이 된다.

2. 도시생명선의 구축과 안정화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은, 도시생명선의 개념적 정의에 포함된 요소 
중 재난지역에 부분적이더라도 실제로 존재해 온 도로, 통신, 식수 및 용
수, 에너지 등과 같은 서비스를 복구·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화에 포
함되어 있는 도시생명선 구축이란 북한지역에 재난발생 시 도시생명선에 
포함된 서비스들을 최소한 재난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구·유지시키기 위해 
전·평시 공공조직이 투입됨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개될 도시생명선 구축의 일반적인 가정 및 도시생명선 구
축과 관련된 가설은 다시 정의된 ‘북한지역 재난 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
명선 구축의 범주’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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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생명선 구축 절차

1.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시 일반적인 가정

1.1 북한은 자체의 체제변혁 없이 현재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려 할 것
이며, 주민들이 유사한 재난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당장 내일 아침 북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는 전문가도 있었으
나 요즈음 북한정권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당분간 김정은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체제가 유지되더라도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체제
를 자본주의와 같은 개방체제로 바꾸어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이 다른 
국가나 지방으로 자유로이 이주할 수 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기아, 쓰나미 등으로 재난상황에 처했던 국가의 
국민들은 미래에 유사한 재난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다른 지역이나 국가
로 자유로이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에 처할 위험이 다소 감소할 
수 있다. 북한은 동일한 재난이 걱정42)되더라도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므로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 유사한 재난에 처할 위험성은 다른 국가 국민들보
다 높을 것이다.

1.2 북한은 내부 재난발생 시 자체 대응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북한정권은 지금껏 북한에 발생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을 보여 왔다. 정권의 관심사는 기아나 자연재해의 피해에 허덕이는 북
한주민 구제보다는 정권안보에 필요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일부 지배계
층의 정권에 대한 충성심 지속에 있다. 북한은 평상시 구체적인 대비가 필
요한 재난관리에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에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리라고 예상된다. 

42) 수해(水害)를 당했거나, 농사 등의 실패로 최소한의 식량 확보에 실패하여 식량난에 처했을 지

라도, 수해를 당하지 않았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장소로 자유로이 이동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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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북한에 통제가 불가능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발생지역을 제외한 다
른 지역은 여전히 현 정권에 의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해로 인해 주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피난민이 발생되거나 피해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재난지역을 넘어
서 나라 전체가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가능성은 북한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국부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은 북한정권이 여
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1.4 재난으로 인하여 불안정사태가 북한지역 전역에 미칠 경우 북한정권
은 육상, 해상, 공중수송로를 모두 통제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내부의 불안정사태가 북한 전역에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준전시를 선포하여 예비 병력
을 동원하고 항만으로의 접근해로에 기뢰를 설치하는 등 모든 수송로, 이동
로를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1.5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을 위해서는 도로, 통신, 식수 및 용수, 에
너지 등이 필요하다.

현재의 북한이 주민을 위한 생활서비스 제공 면에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정부나 유엔기구 등이 재난이 발생한 북한지역에 
도시생명선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여느 지역처럼 도로, 통신, 식수 및 용수, 
에너지 등의 공급은 필요할 것이다. 

1.6 외부로 알려진 재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북한정권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여 기아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발생한 지역은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홍수, 전염병 등으로 북한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어 외부로 알려진 것은 
당연히 재난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외에도 해일, 열차사고, 아사자(餓死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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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등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힘든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이 발생하였으나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것도 본 논문에서는 재난에 포함할 것이며, 동시에 
다수의 북한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북한에서 발생했던 대형 재
난들은 표 1.과 표 8.을 참조)   

2. 도시생명선 구축의 틀

2.1 일반적인 도시생명선 구축 방법 

앞서 본 연구에서 재정의된 도시생명선은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하기 위한 여러 시설, 체계 및 조직으로써 도로, 철도, 항만 등의 물자 공
급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 인프라와 통신, 상·하수도, 전력, 가스 등의 설비
시설 외에 병원, 보건소 등의 의료분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도시생명
선 구축은 위의 정의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체
계, 조직을 유지하고 복구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재난 또는 재난에 준한 상
황에서 시작된다. 재난의 일반적인 정의처럼 피해의 정도와 규모가 일정수
준을 넘어 영향을 받은 사회자체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
시생명선의 구축은 시작된다. 도시생명선 구축 과정은 재난발생시 초기 대
응 및 복구단계의 모습과 유사하다. 일반적인 도시생명선 구축방법을 확인
해 보기 위해 UN, 세계은행, 영국, 일본의 재난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연구
들을 살펴보았다.

2.1.1 UN OCHA-ROAP43) 재난 대응 시 도시생명선 구축 

UN OCHA-ROAP는 태국 방콕에 위치한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아시아
-태평양 사무국이다. 사무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재난 발생 시 국제적인 
협조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2013년 4월 지침서44)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
서는 재난관리 4단계(예방-준비-대응-복구) 중 주로 대응과 대응준비에 초

43)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44) Disaster Response in Asia Pacific_A Guide to International Tools Services(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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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UN OCHA-ROAP 지침서의 연구범위
*출처 : UN OCHA-ROAP, Disaster Response in Asia and the Pacific(2013) p.7

점을 맞추고 있다.(그림 3. UN OCHA-ROAP 지침서의 연구범위 참조) 도
시생명선 구축은 재난발생 대응 초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 지침서에서 제
시한 재난대응 초기 활동들을 살펴봄으로써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이 구
상하고 있는 도시생명선 구축방법을 구체화해 볼 수 있다. 

UN OCHA-ROAP 사무국의 지침서상 활동은 시간대별로 구분되어 있다. 
재난발생시 처음 48시간은 12시간 단위로 통제된다. 재난발생국가의 재난
선포 및 국제지원 요청이 있은 후, 각종 재난 대응 및 복구 팀45)들은 상황
에 따라 투입될 수 있으며, 국제적십자연맹 재난구호긴급자금 등 가용재원
이 투입되고 유엔상황보고서가 작성된다. 이후 3일까지 인도적 지원 조정관
의 현장파견, 복합대응계획 개시, 인도적 지원 정보센터 개관, 1단계 최초 

45) 현장평가협조팀(FACT, Field Assessment Coordination Team), 지역재난대응팀(RDRT, 

Regional Disaster Response Team), 긴급대응조직(ERU, Emergency Response Unit), 도시

탐색구조팀(USAR, Urban search and rescue), 긴급대응평가팀(ERAT, Emergency Rapid 

Assessment Team), 유엔 재난평가 및 협조팀(UNDAC, UN Disaster Assessment and 

Coordination), 민군방위자산(MCDA, Military and Civil-Defence Assets), 요청시 아시아태

평양 인도적지원 연합체(APHP, Asia-Pacific Humanitarian Partnership), 국제 인도적지원 

연합체(IHP, International Humanitarian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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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등이 이뤄진다. 이후 1주까지는 유엔의 인도적 지원 대응창구가 
개설되고, 초기 긴급대응자금이 투입되며, 긴급지원요청(Flash Appeal46))
이 발표되면서 도시탐색구조팀47)이 재난발생 7일에서 10일 사이에 현장에
서 빠져나간다. 재난 발생 2주 이후에는 2차 종합평가서가 작성된다. 최초
에 투입되었던 재난 대응팀들이 현장에서 철수하며, 두 번째 긴급대응자금
이 할당되고, 유엔은 긴급지원요청을 수정하여 발표한다.(표 9. UN 재난대
응 시 투입되는 기구 및 조직의 시간구분 참조)

구 분 투입 기구 및 조직
재  난  발  생

12 시간 - 재난발생국가의 재난선포 및 국제지원 요청
- 상황에 따른 대응 및 복구팀 전개
  (FACT, RDRT, ERU, USAR, ERAT, UNDAC, MCDA, APHP, IHP)
- 국제적십자연맹 재난구호긴급자금 등 가용재원 투입
- 유엔상황보고서 작성

24
36
48

60 - 유엔 인도적 지원 조정관 파견
- 복합대응계획(Cluster Response Planning) 개시
- 인도적 지원 정보센터(HIC, Humanitarian Information Center)
- 1차 종합평가서 작성
- 국제적십자 위원회 네트워크 개시

72

1 주
- 유엔의 인도적 지원 대응창구(UN Humanitarian Response Depot) 개설
- 초기 긴급대응자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투입
- 긴급지원요청(Flash Appeal) 발령
- 도시탐색구조팀(Urban Search and Rescue) 철수 (7일에서 10일 사이)

2~3 주
- 2차 종합평가서 작성
- 현장평가협조팀(Field Assessment Coordination Team)철수 (전개 후 2~4주 사이)
- 유엔재난평가협조팀(UN Disaster Assessment Coordination)철수 (전개 3주 후)

4~6 주 - 2차 긴급대응자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할당
- 긴급지원요청(Flash Appeal) 수정발표

*출처:UN OCHA-ROAP, Disaster Response in Asia and the Pacific(2013) 31쪽 번역· 재구성

[표 9] UN 재난대응 시 투입되는 기구 및 조직의 시간구분

도시생명선 구축은 초기상황에 따라 투입되는 대응 및 복구팀 중 도시생

46) 번역 상 긴급지원요청으로 통용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2010.1.12. 아이티에서 지진이 발생

하여 23만 명 사망, 30만 명이 부상한 것으로 추정되었을 때, 유엔은 긴급지원요청(Flash 

Appeal)을 발표하여 총 14억불을 아이티에 지원해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하였고, 2010.2.26. 

기준, 약 21억여불이 아이티에 지원된 것으로 추정된다.(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204&docId=107229594&qb=Rmxhc

2ggQXBwZWFs&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1&pid=RqdBmc5Y7u

RssuSy7FGsssssstd-364277&sid=UqQg6XJvLB4AAFWiDc8) 

47) USAR(Urban Search and Resc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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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선 구축과 관련이 있는 지역재난대응팀(RDRT, Regional Disaster 
Response Team)48)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들의 활동은 유엔의 통제와 자금
지원을 통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UN OCHA-ROAP에 나타난 도시생명선의 구축 과정은 초기에 유엔조직
들의 재난지역 상황파악으로 시작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도적 지원과 
동시에 재난발생지역에 지역재난대응팀이 투입되어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의료, 통신 등의 도시생명선을 구축한다. 이어 유엔의 통제와 자금지
원을 통해 도시생명선 구축이 후속 진행된다고 판단된다. 

2.1.2 세계은행의 재난대응 시 도시생명선 구축 

세계은행은 Mr. Abhas K. jha49)를 중심으로 다수의 도시계획가, 건축가 
등을 섭외하여 2009년 재난대응 및 재건을 다룬 핸드북을 발간하였다. 핸
드북은 재난발생 후부터 재건완료시까지 취해야 할 활동을 최초대응, 평가 
및 정책수립, 재건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대략적인 소요시간과 세부 활
동 내용을 제안하였다.(그림 4. 재난대응 및 재건절차(세계은행 자연재해 재
건 핸드북) 참조)

최초대응 시 세부 활동은 재난 발생 후 약 2주간 실시된다. 먼저 협조체
계를 구축하고 투입기관을 지정한다. 공공커뮤니케이션(Public Commu- 
nication) 활동과 최초평가를 거쳐 재난대응 전략을 설정한 후 국제사회에 
긴급재난복구에 필요한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조정한다. 평가 및 정책 수립
은 최초대응과 연계하여 약 2달간 이뤄지는데,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
단되는 재건 계획과 피드백 체계는 유지되는 가운데, 피해 평가를 통해 재

48) 2004년 9월 알제리에서 개최된 제 6차 Pan African Conference의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재난대응팀은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식수위생, 영양 및 보건, 각종 통신장비 등의 구매와 물류관

리, 임시주거시설 지역선정, 건설 및 관리, 구호기준 작성 및 보고 등의 활동을 하였고 이에 필

요한 인원과 장비들의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http://w3.ifrc.org/meetings/regional/africa/6thpac/panfs/RDRTWest&CentralAfrica.doc.)

49) 2013년 4월 13일 기준 세계은행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재난대응 책임자

 (http://www.gdpc.kr/html/07board/board_view.asp?b_idx=5218&block=1&cate=news&goto  

     page=5&orderby=&orderbyf=&page=5&search=&shenddate=&shstartdate=&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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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재난대응 및 재건 절차(세계은행 자연재해 재건 핸드북)
*출처 : Abhas K. Jha et al, 2010, A handbook for Reconstructing after Natural Disasters 

(Safer Homes, Stronger Communities), The World Bank,  8쪽 의역

건정책의 범위가 확정되는 순서로 진행된다.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재건은 제도와 자금 분야 전
략, 공동체 참여, 재건구상, 위기관리로 세분되고 이 분야들은 평가 및 정
책수립에 피드백 되어 재건범위를 확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세계은행 재난대응 핸드북은 초기 긴급복구 단계부터 이뤄지는 도시생명
선 구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재난발생 후 최
초 대응부터 재건까지 이뤄지는 순차적인 활동이 도시생명선 구축을 포함



- 34 -

[그림 5] RICS 재난 대응 및 복구 절차

하고 있다는 가정이 유효하다면, 이 핸드북은 도시생명선 구축 시 고려해야 
할 필수요소와 최초대응과 재건은 구분되어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
명히 보여주고 있다. 도시생명선의 구축이 조직과 체계에 대한 복구를 포함
하고 있고, 정책시행 시 발생 가능한 각종 '차이'를 줄이기 위한 피드백시
스템이 필요함을 핸드북은 제안하고 있다. 

2.1.3 RICS의 재난대응 시 도시생명선 구축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이 2006년 RICS(왕립평가사협회)50)에 제출한 연
구보고51)에 따르면 재난의 대응 및 복구는 처음 구호단계(Relief Phase)에
서 시작하여 전환단계(Transition Phase)를 거쳐 중·장기 복구(Medium 
Long-Term Recovery)로 진행된다.(그림 5. RICS 재난 대응 및 복구 절
차 참조)

다음의 표 10. ‘전문가들이 선정한 구호부터 재건까지 주요활동’은 자산 

50) 1868년 영국 왕실이 런던에 설립한 기관으로 영국 왕립평가사협회(RICS, the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약 140개 국가에서 약 14만 명의 

회원이 활동 하며 각종 감정평가와 관련한 교육훈련, 전문가 자격기준, 연구개발과 경제 분석, 

공공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임(www.rics.org)

51) Tony Lloyd-Jones et al, 2006,  ‘Mind the Gap! Post-disaster reconstruction and the 
transition from humanitarian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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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건 전문가들이 재난관리 시 구호와 재건단계에 발생 가능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내용
분석을 통해 앞서 정의된 도시생명선 구축방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주요활동은 크게 ‘구호(Relief)단계’에서 ‘재건(Reconstruction)단계’로 전
이되며, 중간의 ‘전환(Transition)단계’ 시 일부 재건업무는 시작된다. 우선
적인 도시생명선 구축은 구호단계에서 초기 피해 평가를 통한 계획 수립과 
원격 조사, 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시 숙영시설을 
조달 및 공급하는데서 시작된다. 전환단계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조사
가 실시되고 각종 시설 기준이 정립되며 시설보수와 이들에 관련된 프로젝
트들이 착수되어 도시생명선 구축에 바탕이 마련된다. 이어 도로, 통신 등
에 대한 대규모 물리적 도시생명선에 대한 구축은 전환단계 중 재건단계가 
시작될 때부터 개시된다. 본격적인 재건단계에 이르면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상세계획이 수립되고 피해주택에 대한 재건축 계획이 수립되므로 통신, 수
도 등의 도시생명선 구축은 이에 수반하여 진행된다. 

구
분

1단계 : 구 호 2단계 : 전 환
3단계 : 재 건

주
요
활
동

·재건 및 수송
계획 수립
·최초 피해평가 
및 생존자를 
위한 필수품 
조사
·원격조사 및 
GIS를 이용한 
피해지역 도시
·임시숙영시설 
조달 및 공급

·지역공동체 조
사 및 도시화 
(Mapping)지원
·주택수요 평가 
및 최저기준/
지원 기준마련
·전환 시설 계
획 및 건설/ 
시설 보수
·프로젝트 계획 
및 계약관리

·주요 기반시설(도
로, 식수 및 용
수, 위생) 복구
·재산권 분쟁 및 
갈등 조정 지원
·보상평가 및 지원
·신주택지를 위한 
신규택지 식별, 
조사, 확보
·지적, 측량, 토지
구획 조언

·상세계획 작성 지원
 (예 : 지구단위계획)
·주택피해 상세조사 및 프로젝트
 계획수립
·필수 건설자재와 기술인력 수배 
 및 확보
·안전, 신속, 지속가능하고 적정한 
 건설에 대한 조언제공
·재원조달계획 및 관리, 개발기금 
 조언, 프로젝트관리
·피해를 입거나 파괴된 주택
 재건축 계획 수립/시행

*출처:Tony Lloyd-Jones et al, Max Lock Center Main Report(2006) Table 3 번역 및 재구성

[표 10] 전문가들이 선정한 구호부터 재건까지 주요활동

 구호단계에서 임시숙영시설 건설을 통해 재해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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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도록 1차적인 도시생명선이 구축되고, 전환단계에 이르러 추가적인 조
사를 통해 주요 물리적 도시생명선 구축이 진행된다고 판단된다. 

2.1.4 일본의 재난 대응 시 도시생명선 구축 

일본은 재난 발생 시 기본적으로 시정촌(市町村)52)이 일차적인 책임을 가
지고 재난대응에 나서도록 되어 있다. 시정촌이 재난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실시하는 주요활동은 2004년 보건복지부가 한국방재학회에 용역 
발주한 보고서53)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표 11. 일본의 재난발생시 대
응 및 수습 단계간 대책 참조) 

발생단계 내    용

재난발생
중

(대응)

소방 및 수방 소화·구급·기타 조치 및 수방활동 실시
구난, 구조의 실시 인명구조, 구호, 보호 등의 실시

경비 범죄예방, 교통통제 등의 실시
긴급수송의 확보 긴급차량의 지정, 장애물 제거 등의 실시
정보의 수집전달 긴급통신체계의 확립 유지

재난발생
후

(수습)

이재민 구호 및 구호 수색, 구조 및 의식주 생활필수품의 공급
응급교육 이재아동, 학생 응급교육

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시설, 설비의 응급복구
보건위생 청소, 방역, 의료 등의 실시

사회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교통의 통제 등 실시
긴급수송의 확보 구호물자의 수송 등
정보의 수집전달 재난관련 정보수집, 전달, 홍보

손실보상 응급공공부담에 관한 손실보상, 실비변상
손해보상 응급조치 종사자에 대한 손실보상

공적 징수금 감면 피해자의 국세, 지방세, 기타 징수금 감면 등
재산의 무상대부 국유,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출처 : 재난관리체계 개선 및 대응매뉴얼(2004), 한국방재학회 26쪽 재구성

[표 11] 일본의 재난발생시 대응 및 수습 단계 시 대책

일본의 시정촌은 ‘소방법’에 의거하여 시정촌 자체조직으로 ‘구급대’로 불
리는 긴급 구조조직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 시에는 이들에 의

52) 일본의 보통지방공공단체는 한국의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과 한국의 시

군구 기초단체에 해당하는 1,727개의 시정촌(市町村)으로 구성되어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6635&cid=492&categoryId=492)

53) 한국방재학회, 2004, “재난관리체계 개선 및 대응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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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명구조, 구호, 보호가 실시되어 도시생명선의 하나인 긴급 의료체계가 
유지된다. 대응 단계에서 수송 분야는 최소한의 긴급차량 운행을 위한 수송
로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급 통신체제도 유지되어야 한다. 재난관리 
단계 중 대응 및 복구 단계와 유사한 수습단계에서 시설 및 설비의 응급복
구가 실시되며, 구호물자 등도 본격적으로 수송된다. 일본의 재난발생시 도
시생명선 구축은 재난발생과 동시에 인명 구난 및 구조를 위한 활동과 긴
급 수송로 및 통신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시생명선 구축으로 시
작된다. 이후 수습단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공공시설 등 물리적 도시생명
선이 복구된다고 할 수 있다.

2.2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의 틀

북한에서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도시생명선 구축에 관한 접근은 앞
서 살펴본 일반적인 도시생명선 구축방법 외에 현재 북한이 처한 지정학적, 
정치적 특수한 상황과 만일에 있을 대한민국과의 전쟁과 같은 상황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에 평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의 입장은 상황을 파악하
고 긴급 의료체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여타 해외지역에 재난이 발생했
을 경우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재난에 대한 상황을 밝
히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북한의 재난상황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전쟁 시 또는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에 우리 군(軍)이나 대한민국 공공조직
의 일부가 북한지역 재난복구에 관여하고 있다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직
접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도시생명선의 구축 수준에서 볼 때, 남북한이 분리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
서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도시생명선 구축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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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어려우므로 도시생명선 구축이 종료되는 시점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북한지역에 도시생명선 구축에 필요한 지
원 물품이나 기술 인력이 도착하는 것을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이 일단
락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지원물품이 재난지역에 
도착한다면 수송 및 통신이 긴급 복구되고 지원물품을 통해 긴급하게 필요
한 임시 식수, 에너지 등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도시생명선 구축방안에 따르면, 재난발생 초기 UN, 세계은행, 
영국왕립평가사협회 그리고 일본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필수 활
동은 재난상황을 파악하고 복구활동의 목표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도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의 첫 단계를 이와 유사하게 ‘현상분석 
및 목표설정’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의 두 번째 단계는 ‘구축시
간 판단’이다. 일반적인 도시생명선 구축 절차에서 시간적인 단계 구분이 
시도되었고, 이 사항은 북한지역 재난발생 시에도 역시 적용가능하기 때문
이다. 영국의 RICS가 제안한 재난대응 방법-구호단계 후 전환단계를 거쳐 
복구단계에 이름-에 포함된 도시생명선 구축 방법은 현재 북한정권이 북한
에 발생한 재난상황을 수습하거나, 만일 대한민국이 북한에 발생한 재난을 
직접 수습해야 한다면 참조할 만한 절차이며, 구호, 전환 및 복구기간을 어
느 정도로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전체적인 도시생명선 구축시간의 판
단에 있어서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은 세계은
행의 연구보고서와 달리 최초 대응에 2주, 그리고 평가 및 정책을 수립하는
데 약 2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리고 재난을 당한 북한지역 
재건에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구축시간을 판단
하는 것은 ‘현상분석 및 목표설정 단계’ 이후 바로 진행되어야 할 후속단계
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 단계는 ‘지원 물품 판단’ 단계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
에서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이 일단락되는 범위를 북한에서 재난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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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단계

생한 지역에 도시생명선 구축에 필요한 지원 물품이나 기술 인력이 도착하
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마지막 단계로 제시한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의 과정은 
‘운송수단 및 경로 판단’ 단계이다. 앞 단계에서 판단한 지원 물품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에 대한 토의는 불가피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단계는 ‘현상분석 및 목표
설정’, ‘구축시간 판단’, ‘지원물품 판단’, ‘운송수단 및 경로판단’ 단계로 구
분할 수 있다.

제3절 도시생명선 구축의 가설

북한지역 재난 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 과정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가설은 도시생명선 구축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가설들
은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차이'를 줄이는데 꼭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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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이 가설 검증 시 포함되도록 작성되었다. 

현상분석 및 목표설정 단계에서 재난이 발생한 대상지역, 재난의 규모, 
재난의 특성 등이 파악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예상되는 인명피해 수준이다. 북한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난 중 하나가 
폭발사고, 전염병 등이라고 가정했을 때 북한주민들이 의료진을 대하는 태
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은 자
칫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쉽게 재난지역의 인명피해 수준을 판단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구축시간 판단 단계에서 재난 대응 및 복구에 투입된 책임기간은 두 가
지 요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기술적인 측면이다. 재난 복구의 
책임기관은 재난지역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재난
을 수습하는데 도움이 될지 고려하여 도시생명선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판
단해야 하며 이것은 현장에 투입된 기술 인력의 몫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는 주민의 선호도 즉 공동체의 안정화에 대한 고려이다. 책임기관은 지역주
민의 안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서비스를 우선 복구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서비스 복구의 우선
순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복구가 이뤄진다면, 재난을 
당한 지역주민들의 안정화에 우선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두 번째 요소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지원물품 판단단계에서는 재난을 당한 북한주민들에 우선 지원해야할 
품목의 특성이 무엇일까를 검토하였다. 우선 지원해야 할 품목도 구축시간 
판단 단계처럼 기술적인 측면과 지역주민의 안정화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 안정화에 측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
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송수단 및 경로판단 단계에서는 육상운송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수단이 보다 효과적인가에 대하여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가설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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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 북한지역에 맞는 최적의 육상 운송수단은 대한민국 일반인의 생
각과 다를 수 있으나, 어떤 수단이 유리한가에 대하여 아직까지 검증된 바
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시 검토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음 표 12.의 
도시생명선 구축 단계별 가설이다. 각 단계별 가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단 계 가                 설

현상
분석
및

목표
설정

1. “재난 시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일반인의 기대하는 것보다 진료요청을 주저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일반인은 북한주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지원을 받
아온 탓에 재난을 당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일반인처럼 의료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기
대할 수 있지만, 북한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의료지원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북한
의료진도 아닌 대한민국이나 외국 의료진에 대하여 진료요청을 하는 것은 더욱 더 부정
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축 
시간
판단

2.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시  대한민국 일반인은  공용 공급서비스를  북한주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북한주민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 수급서비스를  일반인의 기
대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인은 일상 삶을 외부 연결서비스에 보다 더 유지하지만, 북한  주민
은 일상문제에 대하여 자체 해결을 우선하여 왔기 때문이다.

지원
물품
판단

3. “대한민국  일반인은 북한지역 재난 시  긴급하게 지원할  지원물품의 우선순위를  북한
주민과 다르게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의료에 대한 기대가 높은 대한민국 일반인은 의료에 높은 우
선순위를 둘 것이고, 의료에 대한 기대는 낮으나 더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은 
의류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운송
수단 
및 

경로
판단

4. “특정시기 육상수송은 수송거리에 무관하게 속도, 소요시간, 안정성 측면에서 도로가 
철도보다 유리하다”
    왜냐하면 북한지역의 철도는 시설유지 상태가 좋지 않아 도로보다 평균운행속도가 
느리고 최종 운송 소요시간 면에서 도로보다 우세하지 않다. 게다가 노선에 문제가 발생
한다면 현지 유지보수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화물수송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
이다.

[표 12]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단계별 가설

1. 제1단계 : 현상분석 및 목표설정

북한에서 발생한 재난의 정황은 국내외 언론, 우방국가의 정보체계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정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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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북한을 지원하기로 결심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난이 발
생한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지역에 대한 각종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도시계획수립 절차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기초조사54)와 흡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도시생명선 구축에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은 현재 대상지역에 거주
하는 인원을 기초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수를 추정해야 하는데 이때 긴
급구호가 시작될 때의 최소 규모에서부터 긴급구호 이후 최대로 군집했을 
경우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들 구성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지역에 동원령이 발
령된 이후라면, 구호대상은 가족단위 보다는 주로 노약자와 어린이들만이 
대상이 될 것이지만, 동원령이 발령되지 않았다면 가족단위가 대상이 될 것
이다. 

지원대상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계획수립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은 알려진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대략적
인 규모를 산정하고 세부적인 파악은 재난지역에 도착하여 재난에 대응하
면서 다시 조정해야 할 것이다. 발생한 재난의 종류에 따라 대상파악의 범
위를 달리해야 할 수도 있다. 

전염병 등 감염자가 최초 자가진단이 어려운 경우, 진료를 받아야 할 대
상이 북한정권 또는 외부로부터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어 적극적
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 의료지원 규모를 파
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의료 진료를 요청하는 인원과 실제 치료해
야 하는 인원의 차이, 참여(Participation)의 '차이'가 예상보다 크게 발생
할 수 있다.

54) 도시 계획 구역의 인구, 산업, 토지 이용, 교통 등에 관한 현황 및 장래의 전망을 얻기 위해 대 

체로 5년마다 실시되는 조사. 도시 계획 책정의 기초 정보로 활용된다.(토목용어사전, 토목관련

용어편찬위원회, 1997.2.1, 도서출판 탐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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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의료 진료체계, 즉 도시생명선의 하나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
기 위해 초기에 투입해야 하는 긴급 의약품이나 전문 의료진의 분야별 규
모는 현상파악 단계를 통하여 결정돼야 한다.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현실
에 가까울수록 초기 긴급 의료지원 체계 구축의 효과는 클 것이고, 후속지
원의 몫은 가벼울 것이다. 재난 대응 시 의료 진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투입되는 분야별 의료진의 규모가 적절하지 않았던 경우55)가 세계 도처에
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가설은 북한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재난 중 하나인 질병(전염병) 
발생 시 북한주민들의 진료요구 수준에 대한 것이다.

재난피해주민들의 의료지원요청과 관련된 연구에서, Moon(1982)은 아시
아 태평양지역에 발생한 재난피해주민들이 정신적 외상에 대한 진료요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56)하였다. 국내연구 중에 북한주민의 진료요청 
경향에 대한 것은 없다. 다만 북한지역의 의료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들은 다
수 있다. 보고서들의 공통된 주장은 북한의 의료수준이 기본적인 약품이 부
족하여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의료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이다.57)

보통의 북한주민은 의약품의 부족과 의료기기와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필
요한 전력공급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경미한 부상치료는 물론 약품 지급조
차 북한정권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까닭에 재
난발생시 주요 구호 대상자인 보통의 북한주민은 질병으로 인해 몸의 건강 
상태가 과히 나쁘지 않다면 굳이 진료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은 재난지역의 진료 수요를 파악하는데 많은 제한을 줄 수 있다.

55) 2005년 5월 인도 남부에 쓰나미로 인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외과 의사들이 도착하였

지만, 외과의사 20명이 1명의 환자를 볼 정도로 소요가 없었으며, 오히려 출산보조원이나 간호 

인력이 턱없이 모자랐다. 그리고 여기에 사이버심리치료사까지 투입되어 언론의 비판을 받은바

가 있다. (http://www.trust.org/item/?map=post-tsunami-chaos-wastes-aid/)

56) Moon, Anson and Tashima, Nathaniel, 1982, “Help Seeking Behavior and Attitudes of 

Southeast Asian Refugees”, San Francisco: Pacific Asian Mental Health Project

57) 석영환, 2008, “북한의 의료실태”, 안보문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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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다. 감염된 대상이라도 초기증세가 
단순하여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병명은 모르지만, 본인이 
전염병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지라도 북한주민들은 전염병에 감
염된 자신들이 북한정권으로부터 어떠한 처우를 받을지 걱정할 것이다. 전
염병으로 인하여 신체의 일부가 편치 않은 북한주민이라도 현재의 전염병
이 곧바로 죽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쉽사리 본인의 건강
상태를 외부로 알리려 하지 않을 수 있다.

대한민국 일반인은 일생을 통한 의료지원의 수준과 횟수로 볼 때 북한주
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지원을 받아왔다. 일반인의 인식 수준에
서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이루지는 의료지원은 당연한 것이며, 특별히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예방차원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인식하는 것은 물
론이다. 누군가에게 재난 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의료지원서비
스를 요청하리라 기대하는지를 묻는다면, 북한주민은 같은 민족이므로 약간
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의료지원을 요청할 것
이라고 답할 수 있다. 

앞서 Moon(1982)이 주장한대로, 재난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외상에 대한 
진료요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면 북한주민들
이 대한민국이나 외국의료진의 진료행위들을 불신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가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중 최소한의 의료체계 복
구를 위한 지원규모 파악에 상당한 제한을 주고 초기 의료체계 구축의 실
패를 유도할 수 있다. 

2. 제2단계 : 구축시간 판단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은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시 대
한민국 일반인은 공용 공급서비스를 북한주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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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 수급서비스를 일반인의 기대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이다. 이 가설은 도시생명선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참여
(Participation)와 재원조달(Funding)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가설이다.

대한민국 일반인은 일상의 삶을 자급자족하지 않고 주로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재난 시 외부와의 연결을 북한주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주민들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대한민
국 일반인들은 서비스 공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도로, 통신과 같은 
‘공용 공급서비스’ 복구에 북한주민들보다 더 높은 효용치를 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적게 의존하던 보통의 북한주민들은 대한
민국 일반인보다 무엇이든 자체해결을 하는데 익숙할 것이다. 재난을 당한 
북한주민은 공용의 공급서비스가 어떻게 복구되든지 상관없이 일단 재난대
응 초기상태에 복구되는 서비스 중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임시 에너지
원, 1회용 생수 등 ‘개별 수급 서비스’가 대한민국의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보다 중요할 수 있다.

서비스의 상대적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서비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그 사이에 발생 가능한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
이 선행되어야만 재난 복구 시 북한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초기에 복구해야할 서비스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전
체적인 복구에 필요한 시간이 판단될 수 있다. 

재난 시 우선 복구해야하는 서비스, 재원조달,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해외에서 국제기구가 시행한 대규모 재난대응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bhas K. Jha(2010) 등이 저술한 세계은행의 자연재난 복구 핸드
북58)은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한정된 재원을 투자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실제 복구지원 수요를 파악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하

58) Abhas K. Jha et al, 2010, A handbook for Reconstructing after Natural Disasters(Safer 

Homes, Stronger Communities),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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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정부기관 등 공공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역 공동체 자체에서 할 수 있
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나머지 것을 하는 것이 공공의 몫이
라는 것이다. 

세계은행 자연재난 복구 핸드북에 거론된 사례에 의하면, 1963년 마케도
니아 스콥제(Skopje)지역 지진발생 후 재난 복구에 참여한 도시계획가 블
라디미르 란디스키(Vladimir Ladinski)가 당시 임시거주지 마련에 과도한 
재원을 투자하여 다른 기반시설의 복구는 늦어지고, 임시거주지가 추후 골
칫거리로 전락한 사례가 있다.59)

도시 및 농촌지역의 구분에 따라 서비스복구 지원방법이 다를 수 있다. 
2003년 이란 밤(Bam)지역에 발생했던 지진피해 복구에 참여한 빅토리아 
키안포(Victoria Kianpour)는 재난으로 인한 임시 주택지원시 도시지역은 
지역 내 가용 공간을 임시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만, 농촌지역의 임
시주거시설은 가능한 기존의 주거지 근처에 주민들이 개별로 지을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60) 재난지역의 농촌 주민
들은 자신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토지와 가축들로부터 떨어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들을 재난복구에 참여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동일한 서비스라도 지역이나 주민
들의 특성에 따라 다른 지원 방법이 있다.

구축시간 판단단계에서는 현상분석 및 목표설정단계에서 파악한 기초자료
를 바탕으로 초기 긴급구호, 전환, 복구단계에 이르는 대략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재난을 당한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일반인이 예상하는 것
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지원을 담당할 공공기관이 대한민

59) Ian Davis, 1975, “Skopje Rebuilt-Reconstruction following the 1963 Earthquake,” 

Architectural Design, vol.11, pp. 660-663; V. Ladinski, 1997, in A. Awotona, 

Reconstruction after Disaster, Issues and Practices (Aldershot: Ashgate), pp. 73-107; 

and United Nations, 1970, Skopje Resurgent (New York: United Nations).

60) UNDP Iran, 2009, personal communication, http://www.undp.org.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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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일반인과 재난을 당한 북한주민들과의 '차이'를 줄이고 재원할당의 우선
순위를 효과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도시생명선 구축 시 대한민국 일반인들
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우선복구 서비스와 비교하여 북한주민들이 우선적으
로 복구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얼마만큼의 효용치를 두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제3단계 : 지원물품 판단

지원물품 판단 단계는 도시생명선 구축시간 판단에 따라 지원물품의 종류
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도시생명선 구축 간 지원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구
축해야 할 분야와 수준에 따라 지원물품의 종류, 지원우선순위, 지원 대체 
품목, 지원규모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위 고려사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가 사전에 없었을 경우 실제적인 준비에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단계
다. 지원을 담당할 공공기관이 지원물품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전
체적인 도시생명선 구축에 막대한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 알려진 바61)에 
의하면 유엔기구가 재난구호 초기단계에 투입하는 비용 중 약 90%가 물류
비용이다. 부적절한 지원물품 판단은 곧 불필요한 물류비용의 발생으로 연
결된다. 

예를 들어 유엔과 국제적십자사는 2005년 인도 남부지역에 쓰나미로 인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 재난 대응 시 막대한 물류비용을 투입하였다. 그 
지역에 불필요한 의류를 다량으로 지원한 결과 열대기후에 필요 없는 ‘스웨
터’들이 도로상에 쌓이게 되어 이 지원물자를 치우는데 또 다른 인력을 투
입해야 했다.62) 사전에 지원물품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있었다면, 불필요한 
의류를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물류비용으로 도시생명선 복구에 필요한 물자
를 운송했을 것이다.

61) Tony Lloyd-Jones et al, 2006, 전게서 p.53
62) http://www.trust.org/item/?map=post-tsunami-chaos-waste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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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재난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이 긴급 구호물자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사전에 
선정해 놓아야 한다. 재난지역에 지급할 지원물품의 경우 재난을 당한 주민
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품목이나 장비가 다른 품목이나 장비보다 우선하여 
일정 수량만큼 할당되어야 한다. 현지조달 능력을 고려할 때 부족분이 얼마
인가에 대한 연구나 합리적인 가정도 사전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63)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시 긴급구호를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되
어야 할 것은 생명보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식과 깨끗한 식수, 기
본 의약품 그리고 외기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류 등 이라고 판단하
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저 자(년도) 제   목 주  요  내  용

홍성국(2010) 북한 급변 사태 시 식량
필요량의 추정

북한 급변 사태 시 긴급구호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량을 693천톤으로 추정

이종운(2012) 북한의 식량난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현황분석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 극복을 위해 근본적인 농업
무분 개혁조치와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국제협력
이 필요

양임석(2010) 북한 급변사태대비 식량비축 
및 긴급식량지원 대책

북한 급변 사태 시 긴급구호에 2개월분 식량 약 
70만 톤을 지역별로 추정, 기착지별 필요물량과 
운송방안을 제시

한영진(2009) 북한의 식량난과 국경탈출 
심각

북한주민 1인당 1일 1kg의 식량지원이 필요함을 
주장

김운근(2000)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북한주민 1인당 1일 607g의 식량지원 주장

이용선(2007) 북한 재난과 참사 복구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북한이 직면한 생존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
비성지원에서 자립을 위한 투자성 개발지원으로 
전환이 필요

[표 13] 북한지역 재난 시 식량지원 관련 연구

북한정권으로부터 일정한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면서 북한주민들이 개별적
으로 식량비축을 시작했다면, 식량보다는 식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식수상

63) 정창무 외, 1995, “서울시 위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Ⅱ”,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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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서 충분히 위생적인 물을 구할 수 
있다면, 당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의약품이 우선 필요할 수 있거나, 
외기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필요
한 지원품목의 순위나 수량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
구는 진행되지 않았거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는 북한지역에 식량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있으므로 주로 식량지원과 지원된 식량의 분배 투명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표 13. 북한지역 재난 시 식량지원 관련 연구 
참조), 종종 민간단체들이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북한에 지원해온 생필품 
현황들을 집계하기만 할 뿐이다.64)

현재 대한민국 일반인의 의식수준에서 판단한다면, 북한지역 재난 시 북
한주민들에 의약품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일반인은 북한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이
다. 북한주민들은 우리보다 더 추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생필품이 부족하
므로 의류나 고체연료 지원을 의료지원보다 선호할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은 정전 상황에서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다면 재난은 일부지역
에 한정될 것이므로 지원품목 마련을 위한 예산의 압박과 낭비가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시(戰時)라면 북한 전역에 구호품목을 지원할 준비
를 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북한주민들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고자 하는지를 미리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지원해야할 대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한민국이 부담해야할 지원범위는 커질 것이고, 도시생명
선 구축 과정에서 재원조달(Funding)의 '차이'가 발생하여 긴급 구호 후속
으로 추진될 극복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못 판단하여 앞서 예
로 든 인도 남부지역 재난 대응에서처럼 불필요한 긴급구호 품목을 지원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 긴급구호 초기에 북한주민들이 기대하

64) 대북지원 10년 백서, 2005,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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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를 충족시키는 것 대신 북한주민들이 느끼기에 다소 필요성이 떨어지
는 분야를 순수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북한주민들에게 
지원받을 것을 강요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현재 대다수 연구처럼 재난을 당한 북한지역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우
선적인 조치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 식량만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제한된 재원과 수송수단을 고려할 때 지원해야 할 식량규모는 다
른 필수 구호품목과 적절하게 균형이 맞아야 한다. 재난에 처한 북한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구호품목과 근접한 물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재난지역
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것에 유효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예산이 필
요한 경우 재원조달(Funding)의 ‘차이’를 다소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제4단계 : 운송수단 및 경로 판단

북한에서 도로의 화물수송 분담률은 7%내외로 알려져 있다. 북한지역에
서 물자를 수송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단순 숫자상으로는 철도일 수 
있다. 북한이 철도중심의 물류유통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
다. 철도의 절반가량은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것으로 노후화된 상태이며 연
구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도로 화물수송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65)

철도 및 도로의 수송과 관련된 연구로 김선철(2012)은 대북 물자지원 수
송사례를 분석66)하였는데, 대북지원물품의 수송은 대부분 해상운송으로 이
뤄졌고, 특히 남포항과 해주항이 집중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
한 김선철(2012)은 ‘북한 긴급 상황 대북 수송경로 분석67)’을 통해 평양·남

65) 정창무 등, 2012, ‘통일 후 북한 경제자활 및 인구이동 안정화를 위한 북한 도시생명선 구축에 

관한 연구’, 45쪽

66) 김선철, 2012, ‘대북 물자지원 수송사례 분석’, 동북아·북한연구센터 ISSUE PAPER 2012-07

호

67) 김선철, 2012, ‘북한 긴급 상황 대북 수송경로 분석’, 동북아·북한연구센터 ISSUE PAPER 

2012-21호,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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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와 강원지역(원산)으로의 긴급구호물품 수송에 대하여 수송시간, 수송경
로, 수송거리 화물 운송량 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평양·남포지역으
로의 수송은 육로수송이 최적이며, 강원지역(원산)은 철도와 도로를 이용한 
육로수송과 해상-철도-도로를 연계한 복합운송이 최적임을 주장하였다. 이 
두 연구는 북한의 철도 및 도로수송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실질적인 연구
를 시행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육로수송 측면에서 북한 전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과 가까운 평안도와 강원도만을 부분적으로 검토하였
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활용이 제한되며, 북한의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해상운송을 연계하여 검토하였으므로 해상운송이 제한되
었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였다. 

북한의 급변사태나 전시에 최초 우리 군이나 연합군이 북한지역에 투입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육상수송 외에 해상이나 공중수송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급변사태나 전시에 북한지역으로 해상이나 공중수송은 지극히 제
한68)된다. 대량의 물자수송은 육상수송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이고 육로수
송 중에서 철도든 도로든 선택을 해야 한다. 북한지역에 투입될 군 병력을 
아군의 병력을 50만이라고 하고, 북한의 인도적 지원 대상인원이 약 600
만69)이라고 했을 때, 전적으로 군의 운송수단만을 이용한다면, 산술적으로 
판단할 때, 최초에 북한주민을 접촉할 군은 인도적 지원만을 위해 약 12배
의 물량을 더 운송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도가 장거리 대규모 물자운송의 최적의 수단임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난초기에 북한지역도 철도가 물자운
송의 최적수단인지는 고려해야 할 다른 변수들이 있다. 재난이 발생한 지역
에 최우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운송수단으로써 기능을 수행할 

68) 제2절 1.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간 일반적인 가정에 밝힌 것처럼 북한정권은 내부의 불안정

사태가 북한전역에 미칠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준전시를 선포하여 

예비 병력을 동원하고 항만으로의 접근해로에 기뢰를 설치하는 등 모든 수송로, 이동로를 통제

할 것으로 기대된다. 

69) 반기문 UN사무총장은 610만의 북한주민이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다.(중앙일보 

2011.8.4.)(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9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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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와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또는 지
원품목들을 지원 장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철도운송이 적절한지에 대
한 고민이 뒷받침되어야할 것이다.70)

70) 본 연구는 가설검증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ArcGIS 9.3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철도-도로

간 물자 운송소요시간을 지점(도라산, 고성에서 북한지역 각 시도행정 중심지까지)별로 비교했

고, 운송의 안정성 면을 선로 보수·유지, 우회로 사용으로 구분하여 도로와 철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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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가설검증 결과

제1절 가설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해 새터민, 일반인,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새터민을 위한 설문은 내용의 가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기관에 근무 중인 새터민 출신 연구원에게 내용검토를 의
뢰하여 내용 중 단어나 문맥의 적합성 여부를 미리 확인하였다. 설문 시 만
나게 되었던 새터민들이 주로 고령자가 많았고, 컨조인트 설문 자체의 난이
도가 높기 때문에 새터민들이 전체적인 설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림을 이용한 설문지71)를 다시 작성하였다. 

설문은 최초 탐색적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한 이후 본 조사를 위해 
설문내용을 2차례 수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일반인용과 새터민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였다. 설문조사 내용 중 북한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답변은 일반인
이 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직교설계는 SPSS 
21.0을 이용하였고, 도시생명선 구축을 위한 서비스 및 긴급구호 품목에 대
하여 각각 16개의 프로파일을 검출하였다. 긴급구호품목의 직교설계간 2번
에 걸쳐 중복된 프로파일이 검출되어 처음에는 16개의 카드를 준비하였으
나, 조사는 15개 카드로 마무리하였다. 설문은 최종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
었는데 첫 번째는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시 우선 복구해야 할 서비스72)

를 16개 프로파일로 구성하여 순서를 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긴급 지
원품목을 15개 프로파일로 구성하여 순서를 정하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은 
의료진료, 홍수 피해나 도로복구 참여경험 유무 등 일반적인 설문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인 및 새터민에 대한 설문은 별지에 첨부하였다.

71) 별지 2. 새터민 대상 설문결과와 설문지
72) 재난에 처한 북한주민들이 최소한 재해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우선 복구하

여야 할 도로, 통신, 식수 및 용수, 에너지 분야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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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은 총 600부를 계획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300부, 새터민을 대상
으로 300부를 배부하였다. 그러나 일반인은 280부의 설문이 작성되었고 새
터민은 275부가 작성되었다. 그 중 유효한 설문은 일반인이 265부, 새터민
이 248부73)였다. 설문의 대상이었던 일반인들이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반면에 새터민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새터민을 
위한 별도의 설문지가 구성되었음에도 새터민들이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설문을 완벽히 이해하기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
에 참여한 사람들의 남·여 성비, 연령대의 구성은 다음의 표 14.과 같다.

구  분 계 성  비 연  령  대
남 자 여 자 계 30세미만 30~50세 50세 이상

일반인
(유효설문)

265(100%) 141(53.2%) 124(46.8%) 265(100%) 59(23.3%) 174(68.8%) 32(12.6%)
새터민

(유효설문)
248(100%) 66(26.6%) 182(73.4%) 248(100%) 49(19.8%) 172(69.4%) 27(10.9%)

[표 14] 컨조인트 설문 대상자의 인적 구성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일대일 인터뷰로부터 소모임까지를 대상으
로 ‘목동 00교회’, ‘00예술단’, ‘00지원재단’, NGO단체인 ‘000학교’, 북한지
원 사단법인체들 그리고 새터민 축구 동호회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약 두 
달( ’13. 10. 1. ~ 11. 30. )동안 실시하였다. 새터민들은 주로 국경지역으로부
터 탈북한 인원들이 많아서 구성면에서 함경도, 양강도 및 평안도 출신이 
우세하였으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연구자 주변인들에게 협조를 
구한 결과 주로 서울, 광주 및 경기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설문 작성
자의 지역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73)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은 248부를 사용하였으나, 컨조인트 분석은 총 221부만을 사용하였

다. 사용하지 않은 27부는 작성결과 검토 간 지극히 불성실한 답변으로 판단되었으며, 컨조인트 

분석 결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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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 울 경 기 인 천 광 주 충 청 대 전 대 구 강 원 해 외 기 타
인 원 94 42 6 64 23 17 2 5 8 4
비 율 35.5% 15.8% 2.3% 24.2% 8.7% 6.4% 0.8% 1.9% 3.0% 1.6%

[표 15] 컨조인트 설문 대상자의 지역별 구성(대한민국)

구 분 평 양 황 해 함 경 평 안 자 강 양 강 강 원
인 원 10 10 169 25 1 29 4
비 율 4.0% 4.0% 68.1% 10.1% 0.4% 11.7% 1.6%

[표 16] 컨조인트 설문 대상자의 지역별 구성(북한)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직업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 및 사회체제가 다
르므로 일반적인 직업 명칭이 차이가 있었다. 대한민국 설문자는 저자의 주
변사람들인 반면, 새터민 출신 설문자들은 가능한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으므로 공통되게 구분할 수는 없었다. 새터민은 북한에서 국가기관에 
종사하였으면 공무원으로 하고, 국경기업에 근무하였으면 회사원으로 구분
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직업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군  인 공무원 교직원 대학생 대학원생 의  사 회사원 기  타
인 원 52 29 73 24 10 13 57 7
비 율 19.8% 11.0% 27.8% 9.1% 3.8% 4.9% 21.7% 2.7%

[표 17] 컨조인트 설문 대상자의 직업 구성(대한민국)

구 분 군 인 공무원 교직원 학 생 노동자 회사원 농 업 주 부 기 타
인 원 9 11 7 41 56 44 12 37 31
비 율 3.6% 4.4% 2.8% 16.5% 22.6% 17.7% 4.8% 14.9% 12.5%

[표 18] 컨조인트 설문 대상자의 직업 구성(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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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설 검증의 설계

설문, 인터뷰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의 검증은 다음의 3가지 방법으
로 시도하였다. 도시생명선 구축 시 가장 필요한 서비스와 긴급 지원품목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은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가 갖고 있는 속성 하나하나에 
고객이 부여하는 가치(효용)를 추정함으로써, 그 고객이 어떤 제품을 선택
할지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구체적인 소비자의 행동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소비자 행동이 특정한 목표를 갖고 유발될 경우, 여기에
는 소비자의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이 관계된다.74) 북한주민을 대신하는 
새터민과 대한민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의 결과로 컨조인트 분
석을 실시했다.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간 재난에 처한 북한주민은 어떤 
서비스의 복구와 지원품목에 대한민국의 일반인 보다 높은 가치(효용)를 부
여했는지 추정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이 주어졌을 때 북
한주민이 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속성과 수준의 조합을 찾을 수 있었다.

이때 도시생명선 구축 서비스에 대한 속성은 앞서 새롭게 정의된 북한지
역 도시생명선 구축의 정의에 포함되는 서비스들의 속성(도로, 통신, 식수 
및 용수, 에너지)만으로 구성하되, 수준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관련분
야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3~4개)75)로 설정하였다. 긴급 지원품목은 인간
이 기본적인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5가지를 속성으로 하고 관련기관들
의 보급기준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기초하여 3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
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다른 북한주민의 성

74)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6328&cid=512&categoryId=512)

75) 통계분석연구 제5권 제1호(2000. 봄) 6쪽에 따르면 컨조인트 분석은 보통 3~4개를 적절한 수

준의 분류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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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대한 새로운 사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북한주민들
을 대신하는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의 답변결과를 카이스퀘어 검정
과 순서형 로짓분석을 통하여 통계적 차이와 설문의 방향성을 실증하였다. 

세 번째, 설문통계로 논증이 불가능한 가설들은 새터민과 관련분야 전문
가들로부터 얻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특성치(예를 들면 철도 및 도로 
속도)를 구하고 이 자료를 활용하여 GIS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별 논증 방법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 19.와 같다.

단 계 가             설

현상
분석
및

목표
설정

1. “재난시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일반인의 기대하는 것보다 진료요청을 주저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일반인은 북한주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지원을 받
아온 탓에 재난을 당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일반인처럼 의료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기
대할 수 있지만, 북한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의료지원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북한
의료진도 아닌 대한민국이나 외국 의료진에 대하여 진료요청을 하는 것은 더욱 더 부정
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방법2.(새터민 / 일반인 설문답변 결과 카이스케어 검정, 순서형 로짓분석)

구축 
시간
판단

2.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시  대한민국 일반인은  공용 공급서비스를  북한주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북한주민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 수급서비스를  일반인의 기
대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인은 일상 삶을 외부 연결서비스에 보다 더 유지하지만, 북한  주민
은 일상문제에 대하여 자체 해결을 우선하여 왔기 때문이다.

→ 방법1.(새터민 / 일반인 설문 컨조인트 분석)

지원
물품
판단

3. “대한민국  일반인은 북한지역 재난 시  긴급하게 지원할  지원물품의 우선순위를  북한
주민과 다르게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의료에 대한 기대가 높은 대한민국 일반인은 의료에 높은 우
선순위를 둘 것이고, 의료에 대한 기대는 낮으나 더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은 
의류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 방법1.(새터민 / 일반인 설문 컨조인트 분석)

운송
수단 
및 

경로
판단

4. “특정시기 육상수송은 수송거리에 무관하게 속도, 소요시간, 안정성 측면에서 도로가 
철도보다 유리하다”
    왜냐하면 북한지역의 철도는 시설유지 상태가 좋지 않아 도로보다 평균운행속도가 
느리고 최종 운송 소요시간 면에서 도로보다 우세하지 않다. 게다가 노선에 문제가 발생
한다면 현지 유지보수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화물수송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
이다.

→ 방법3.(새터민 설문 / 인터뷰에 의한 탐색적 조사, GIS 네트워크 분석)

[표 19]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단계별 가설과 논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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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설 검증 결과 

1. 현상분석 및 목표설정 단계

현상분석간 가설은 질병 발생 시 대한민국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 
북한주민들의 진료요청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설문은 질병 발병 초기증세를 보일 때 만약 남한정부나 외국의료진이 주변
에 있을 경우 진료를 요청할 것인지를 대한민국 일반인과 새터민을 구분하
여 물어보았다. 

질문은 “몸에 식은땀, 기침이 나고, 열이 오릅니다. 본인의 신체에 알 수 
없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한정부나 외국 의료진이 근처에 있다면 진료를 
받으셨겠습니까?”였으며 나타날 수 있는 진료요청양상은 크게 4가지-‘바로 
요청한다’, ‘상태가 심할 경우만 요청한다’, ‘병명을 알 때까지 진료요청을 
미룬다’, ‘병명을 알아도 진료요청을 하지 않는다’-로 구분하였다.  

‘바로 요청한다’, ‘상태가 심할 경우만 요청한다’와 ‘병명을 알 때까지 진
료요청을 미룬다’, ‘병명을 알아도 진료요청을 하지 않는다’의 구분은 자신
의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와 아픈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바로 요청한다’는 몸이 좋지 않은데 병명은 잘 모르겠고 
일단 진료를 받아 봐야겠다는 입장일 것이고 ‘상태가 심할 경우만 요청한
다’는 몸이 확실히 좋지 않으니 진료를 받으러 가야겠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병명을 알 때까지 진료요청을 미룬다’는 어떤 경로로든 병명
을 알 때까지는 의료진이나 개인적인 믿음, 성향이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진료요청을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의미이며, ‘병명을 알아도 진료요청을 하
지 않는다’는 진료에 대하여 보이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응답결
과는 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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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1 2 3 4 5

바로 
요청한다

상태가 심할 
경우만 

요청한다

병명을 알 
때까지 

진료요청을 
미룬다

병명을 
알아도

진료요청을 
하지 않는다.

무응답

일반인
265 122 86 10 24 23

100% 46.0% 32.5% 3.8% 9.1% 8.7%

새터민
248 104 52 15 43 34

100% 41.9% 21.0% 6.0% 17.3% 13.7%

[표 20] 질병 감염 의심 시 일반인이 기대하는 북한주민의 남한 및 외국의료진
에 대한 진료요청정도와 동일 상황 시 새터민의 진료요청정도 비교 

응답결과로 볼 때 대한민국 일반인과 새터민 모두 ‘바로 요청한다’와 ‘상
태가 심할 경우만 요청한다’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두 집단을 비교한
다면 일반인은 바로 요청하거나 상태가 심할 경우만 요청할거라고 기대하
는 비율, 즉 구체적인 병명을 모르더라도 진료요청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비율이 새터민보다 높았고, 새터민은 병명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때까지 진
료를 연기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단순 수치상의 차이 값이 의
미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통계분석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각 개인의 수치화된 
점수가 있으면 모수적 검증을 실시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원 또는 높은 IQ, 
중간수준 IQ, 낮은 IQ 등과 같이 인구의 어떤 비율이 각 범주에 속하는지 
단지 범주화된 자료만 있다면 비모수적 검증을 실시한다. 연구자들이 모수
적 검증을 억지로 이용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식이 아닐 것이다.76) 

그러나 비모수적 검증이 모수적 검증만큼 통계적 차이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위 설문내용을 비모수적 검증만 실시한다면 단순한 

76) 프레드릭 J 그레이브터, 2013, “사회과학 통계방법론의 핵심이론”, 서울:커뮤니케이션 북스, 

pp.68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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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밝히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으므로 정책적 함의를 갖기 위한 ‘방향
성’77)을 알아보기 위해 순서형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첫 번
째 가설에 대한 결과검증은 먼저 비모수적 검증(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
고 이어서 개별 진료요청양상에 대한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순서형 로짓분
석을 실시하였다.

1.1 카이스퀘어 검증

평균 간의 차이에 대한 가설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 비모수적 검증방법
은 카이스퀘어 검증이다. 카이스퀘어 검증에서 일반인과 새터민을 변인이라
고 했을 때 두 변인이 독립적이라는 진술이 영가설이 된다. 즉 ‘진료요청양
상이 새터민과 일반인을 구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이다. 그리고 
연구가설은 ‘북한지역 재난 시 북한주민의 진료요청양상은 대한민국 일반인
의 기대와 다르다.’이다.

Ho : ‘진료요청양상이 새터민과 일반인을 구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카이스퀘어 검증은 SPSS 21.0의 독립성 검증 카이스케어 검증을 사용했
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21 ~ 22.와 같다.

빈  도  수

구  분
진료요청양상

바로 
요청한다

상태가 심할 
경우만 

요청한다
병명을 알 때까지 

진료요청을 
미룬다

병명을 알아도
진료요청을 

하지 않는다.
무응답 전 체

일반인 122 86 10 24 23 265

새터민 104 52 15 43 34 248

[표 21] 대한민국 일반인과 새터민(북한주민) 구분 * 진료요청양상 교차표

77) 과연 대한민국 일반인의 기대보다 높은 진료요청이 있을 것인지, 낮은 진료요청이 있을 것인지

의 방향성은 초기 재난대응 시 긴급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입장에서 의료조직의 규모를 판

단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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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값 자유도 점근유의확률(양측)
Person 카이제곱 17.777a 4 .001

우도비 17.941 4 .001

선형 대 선형결합 9.385 1 .002

유효케이스 수 513

[표 22] 카이스퀘어 검정 결과

검정결과 카이스퀘어 값은 17.777이며, 자유도 4(df=4)와 유의수준 .05를 
가질 때 카이스퀘어 임계치는 9.49이므로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x²(4 ,N=513)=17.777, p<.05.

카이스퀘어 검증결과 일반인의 기대와 새터민의 진료요청양상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료요청양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의
미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카이스퀘어 검증에 이어 진
료요청양상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순서형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1.2 순서형 로짓 분석

순서형 로짓모형은 리커트형 척도를 확률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관찰불가

능한 변수 
 



  를 통해 설문대상자가 를 선택할 기준을 제시

하는데 이 때 값은 경계값들이 설정되어 누적분포함수(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확률Pr ≤ 은 축차적
으로 계산하며 누적분포함수를 누적로짓분포함수로 변경 후 역함수를 취하
면 순서형 로짓 분석을 위한 형태가 된다.78)

   i f    ≤   경계값

78) 이성우 외 3명, 2008,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서울 : 박영사,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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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통계량
변 수 구 분 총빈도수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변수 정의

F1 가 226 1.460177 0.499518 1.000000 2.000000 일반인=1, 새터민=2

 나 138 1.376812 0.486352 1.000000 2.000000

 다 25 1.600000 0.500000 1.000000 2.000000  

 라 67 1.641791 0.483093 1.000000 2.000000  

 Total 456 1.469298 0.499605 1.000000 2.000000  

[표 23] 순서형 로짓분석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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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과는 특정 설명변수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확률의 변화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설명변수의 편미분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가 긍정적 
효과에 가까운지 부정적 효과에 가까운지를 비교하여 방향성을 실증하였다.

한계효과 

Pr  


 




 




 









순서형 로짓분석은 SAS 9.3을 사용하였으며 기술 통계량은 표 23.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카이스퀘어 분석에서는 ‘무응답’도 응답범주의 하나로 
분석하였으나 순서형 로짓분석 시에는 ‘무응답’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답변으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총 456개(일반인 242
개, 새터민 214개)의 관측치가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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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형 로짓분석의 최대공산 추정량(Maximum likelihood estimates)을 
통해 확인한 유의확률로 볼 때 설명변수 F1(일반인=1, 새터민=2)은 유의수
준 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24.참조) 한계효과를 계산하면 
표 2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변  수  명 계  수 평   균 유의확률 
F1(일반인 또는 새터민) 0.2919 1.46928 0.0985

[표 24] 순서형 로짓분석 결과

구          분 한계효과 확  률
바로 요청한다 ME(y=1) -0.0697194

상태가 심할 경우만 요청한다 ME(y=2) 0.01154311

병명을 알 때까지 진료요청을 미룬다 ME(y=3) 0.01065947

병명을 알아도 진료요청을 하지 않는다. ME(y=4) 0.0475168

[표 25] 설명변수(일반인 또는 새터민)의 한계효과 

한계효과에 따르면 설명변수 F1이 1단위 증가했을 때 종속변수 중 y=1이 
선택될 확률은 줄어들고(-0.0697194),  y=2,3,4가 선택될 확률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설명변수 F1이 의미하는 바가 대한민국 일반인이 ‘1’, 새터민
(북한주민)이 ‘2’이므로 설명변수가 새터민일 경우 ‘바로 요청한다’는 답변
을 선택할 가능성은 감소한다. 그러나 상태가 심할 경우만 진료요청을 하거
나, 병명을 알 때까지 진료요청을 미룰 가능성은 조금 증가하고 병명을 알
아도 진료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대폭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즉 북한 
주민의 진료요청 성향이 대한민국 일반인보다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카이스퀘어 검정 결과로 판단할 때, 재난 시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이나 
외국의료진에 대하여 진료를 요청하는 양상은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과 차
이가 있다. 그리고 순서형 로짓분석을 통해 확인해 본 바, 재난 시 북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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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 대한민국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나 외국의료진에 대한 
진료요청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주민들이 출생 시부터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
므로 북한정권과 다른 나라 의료진의 의료수준의 차이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진료와 관련된 외부정보가 부족한 점, ‘자력갱생’ 
등 일련의 사상교육으로 인하여 외부의 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체득
된 점79), 북한에서 병원진료 및 수술비용이 생활수준에 비하여 고가80)인 
점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새터민 대부분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알고 
탈북한 경우가 많다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가 없는 보
통의 북한주민들은 대한민국과 외국의 의료진에 진료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은 더욱 더 낮을 것을 판단된다.

2. 구축시간 판단 단계  

 북한지역 재난 시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도시생명선 구축의 우선순위와 
효용치가 대한민국 일반인과 새터민이 동일한가에 대한 가설도 컨조인트 
분석을 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은 재난에 처한 북한주민이 어떤 서비스의 복
구에 보다 높은 가치(효용)를 부여했는지 추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종류
와 세부 내용은 속성값과 수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북한지
역 재난 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의 정의를 ‘전·평시 북한지역에
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역을 최소한 재난발생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

79) 새터민(박00, 37세, 남, 함북출신 2005년 탈북)과의 인터뷰 결과와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였으며, 한 새터민(허00, 50세, 남, 양강 출신 2002년 탈북)은 북한정권의 허락이 있어

야만 한다는 입장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80) 새터민(김00, 39세, 여, 함북출신 2006년 탈북) 등 다수의 인터뷰 결과 북한에서 제일 인기 있

는 진료과목은 외과인데 그 이유는 외과가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수술을 하는 

날에는 모든 의료진의 식사를 환자의 집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며, 평상시 진료나, 입원 중일 

때에도 의료진과의 별도의 유착관계에 의하여 진료의 질이 달라지므로 서민들을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아니라면 쉽사리 입원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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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적절한 공권력으로 재난지역에 도로, 통신, 식수 및 용수, 에너지 
등의 서비스를 복구·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가설의 검증을 위한 
컨조인트 분석 시 사용할 속성은 도로, 통신, 식수 및 용수, 그리고 에너지
로 한정하였다. 속성별 수준은 북한지역 재난발생 초기단계에서 실제로 이
뤄질 모습을 추정하여 3~4개로 한정하였다.

북한지역 대부분의 도로는 1 ~ 2차선에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재난 발생 초기 통신 시설의 복구는 크게 유선과 무선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 전 지역이 대한민국처럼 상하수도 관망이 
설치되어 있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식수 및 용수 서비스의 초기 복구양상
은 개인 지급기준에 맞추었다. 대한민국은 전력 또는 가스 공급선의 복구에 
의해 에너지 서비스가 복구될 것이나,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이 전·평시 외부
로부터 전력 및 가스공급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분야는 북한 주민이 대부분 사용하는 난방 및 취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원하는 비율을 세부속성으로 선정하였다.

컨조인트 분석간 도로 및 통신은 이산형변수로 지정하고, 식수 및 용수와 
에너지 분야는 서열변수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반전수81)가 측정되었는
데, 반전수가 1개 이하인 응답지만을 유효한 컨조인트 분석결과로 정리하였
다.

컨조인트 분석 결과로 도시생명선 구축 시 대한민국 일반인과 새터민은 
공히 평균적인 복구우선순위로 도로, 통신, 에너지, 식수 및 용수 순으로 
선정하였다. 피어슨 계수와 타우지수 최솟값은 각각 .828과 .667이므로 모
형이 예측한 서열과 설문작성자가 응답한 실제 서열이 비교적 높은 상관관
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세부내용은 표 26. 참조)

81) 반전수란 변수지정이 서열변수로 지정되었을 경우 연구자가 설정한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나

타난 경우의 숫자를 의미한다. 연구자는 2개의 속성(식수 및 용수, 에너지)에 대한 변수를 효용

이 높은 것이 낮은 번호로 지정되는 LINEAR LESS로 지정하였는데, 일반인은 265명 중 197

명이 반전수 1이하로, 60명이 반전수가 0으로, 새터민은 248명 중 173명이 반전수 1이하로, 

60명이 반전수 0으로 응답하였다. 그런데 컨조인트 설문은 적절한 부수가 100~300부 이므로 

분석대상 설문은 반전수 1개 이하의 응답자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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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일반인과 새터민 서비스복구 우선순위 컨조인트분석 결과 요약(유틸리티, 
중요도 값 및 상관계수)

유틸리티82)

속성 및 수준 일반인 반전수 새터민 반전수
없음(60명) 1이하(197명) 없음(60명) 1 이하(173명)

도로

2차선   이상   포장도로 .621 .533 1.213 1.051
2차선   이상   비포장도로 -.358 -.574 -.633 -.332
1차선   이상   포장도로 .296 .660 .554 .470

1차선   이상   비포장도로 -.558 -.619 -1.133 -1.188

통신
유선   무선   복구 .483 .252 .211 .421

유선복구   무선미복구 -1.529 -1.055 -1.193 -1.442
무선복구   유선미복구 1.046 .803 .982 1.021

식수및용수

하루   한 명당 20리터 -.608 -.031 -.808 -.003
하루   한 명당 12리터 -1.217 -.062 -1.615 -.006
하루   한 명당 4리터 -1.825 -.094 -2.423 -.010

하루   한 명당 0.5리터 -2.433 -.125 -3.230 -.013

에너지

난방/취사 100% -.921 -.496 -1.048 -.686
난방/취사 70% -1.842 -.992 -2.095 -1.371
난방/취사 40% -2.763 -1.488 -3.143 -2.057

난방/취사 10% -3.683 -1.984 -4.190 -2.742
(상수) 12.202 9.755 13.085 10.117

중요도 값83)

구   분 일반인 반전수 새터민 반전수
없음(60명) 1이하(197명) 없음(60명) 1 이하(173명)

도   로 35.448 36.111 34.669 34.586
통   신 32.036 30.138 27.198 29.596

식수 및 용수 13.078 14.692 16.778 16.121
에 너 지 19.438 19.058 21.354 19.697

상관계수a

구   분
일반인 반전수 새터민 반전수

없음 1 이하 없음 1 이하
Pearson의 R .827 .000 .828 .000 .857 .000 .861 .000
Kendall의   타우 .533 .002 .683 .000 .650 .000 .667 .000

일반인과 새터민의 효용치와 세부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인이 도

82) 각 요인수준이 같은 효용값을 의미하며, 효용값이 클수록 보다 선호되는 요인수준을 의미함.

83) 응답자가 각 요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의미. 중요도 값 = 해당요인의 효용범위 / 

모든 요인의 효용범위의 합계 * 100%, 즉 효용의 범위가 클수록 중요도의 값은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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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36.111) > 통신 (30.138) > 에너지 (19.058) > 식수 및 용수 (14.192) 
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고, 새터민도 도로(34.586) > 통신 (29.596) > 
에너지 (19.697) > 식수 및 용수 (16.121) 순으로 동일하게 우선순위를 선
정하였지만, 각각의 효용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일반인과 새터민간 높
고 낮음이 구별된다. 도로, 통신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되며 재난지역의 서
비스 공급에 필요한 속성은 대한민국 일반인이 새터민 보다 더 높은 효용
치를 부여하였다. 재난대응의 초기 모습이 불가피하게 개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서비스로 예컨대, 식수 및 용수와 에너지 분야는 새터민의 효용치가 
대한민국 일반인보다 더 높았다. 일반인은 도로의 세부 수준 중 1차선 포장
을 가장 선호하였지만, 새터민은 2차선 이상 포장에 최우선의 효용을 표시
함에 따라, 도로 속성에 대하여 대한민국 일반인과 새터민 사이에 선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도시생명선 구축 가설 설정 시 예상했던 대로 대한민국 일반인은 
북한주민들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설문에 응하였기 때문에, 서비스의 공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도로, 통신과 같은 ‘공용 공급서비스’의 복구에 북
한주민들보다 더 높은 효용치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 평시 외부로부터 지원
에 삶을 덜 의존하던 보통의 북한주민들은 대한민국 일반인보다 자체해결
에 능숙할 것이고, 재난을 당한 입장에서 공용 공급서비스의 복구보다는 재
난초기에 개인에게 당장 지급될 수 있는 임시 에너지원, 1회용 생수 등 ‘개
별 수급 서비스’를 대한민국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새터민이 생각하는 도로복구 수준은 대한민국 일반인의 
기대수준인 ‘1차선 이상 포장도로’를 상회함을 알 수 있었다. 설문에 참여
한 일반인들은 북한지역 재난 시 도로상태가 지극히 열악할 것이므로 1차
선 포장도로라도 일단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북한지역
도 주요지역들은 2차선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터민은 일
반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포장도로의 복구는 2차선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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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물품 판단 단계

북한지역 재난 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 시 지원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일반인과 새터민의 우선순위가 동일한가에 대한 가설도 컨조인트 
분석을 하였다. 

앞서 가설 설정 단계에서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시 긴급구호를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은 주식, 식수, 의약품, 의류 등이라고 
설정되었다. 새터민 또는 재난 시 인도적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들과
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지역 연료사정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지
원물품 판단단계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속성은 총 5가지 (식량, 식수, 의약
품, 의류, 연료)로 확정하였다. 세부 수준은 최대로 지원해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는 양84)을 기준으로 감안하여 구성85)하되,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직교설계시 인간이 판별할 수 있는 숫자86)를 고려해야 하므로, 3개 수준으
로 차등하여 구성하였다. 

구축시간 판단 단계에서 사용했던 우선복구 서비스(도로, 철도, 식수 및 
용수, 에너지)와는 다르게 5가지 속성이 모두 다 우열을 구분할 수 있으므
로 서열변수로 지정하였는데 그 결과로 최대 5개의 반전수를 갖는 설문지
가 발생되었다. 응답자의 일관성과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최소 분량을 고려
하여 반전수 3개 이하의 설문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84) 식량은 UN기구 권장량이 1일 2100kcal, 607g이므로 600g을 최대량으로 판단하였고, 식수는 

재난 시 1일 기준량인 생수 2리터 2병을 기준으로 했으며, 비상약품(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

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은 100% 지급을 기준으로 하고, 의류는 재난 시 개인 지

급기준이 추리닝1벌, 내의1벌이므로 총2벌을 기준으로 하였고, 고체연료는 1일 3끼 취사가 가

능한 것을 최대량을 판단하였다.

85) 긴급 지원물품의 특성상 최대량 이상을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계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으로 판단하였다.

86) 컨조인트 분석 시 직교설계에 의한 프로파일 수는 인간의 인지능력을 고려 시 16~25개 적당

하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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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일반인과 새터민 지원물품 우선순위 컨조인트분석 결과 요약(유틸리티, 
중요도 값 및 상관계수)

유틸리티87)

속성 및 수준 일반인 반전수 새터민 반전수
2이하(79명) 3이하(107명) 2이하(97명) 3이하(140명)

식량
1일 한명600g : 햇반3개 -1.378 -1.097 -1.625 -1.568
1일 한명400g : 햇반2개 -2.757 -2.193 -3.250 -3.135
1일 한명200g : 햇반1개 -4.135 -3.290 -4.875 -4.703

식수
1일 한명4리터 : 큰 병 2개 -.020 .110 .295 .520
1일 한명2리터 : 큰 병 1개 -.041 .220 .591 1.040
1일 한명1리터 : 중간병2개 -.061 .329 .886 1.560

의약품
비상약품 100% -.436 -.344 -.326 -.040
비상약품 70% -.872 -.688 -.652 -.080
비상약품 40% -1.308 -1.032 -.978 -.119

의류
상하의 2벌 -.293 -.214 -.799 -.627
상하의 1벌 -.586 -.428 -1.599 -1.254

상의 또는 하의 1벌 -.880 -.642 -2.398 -1.880

연료
1일 고체연료 3개 : 취사 3회 -.336 -.119 -.635 -.431
1일 고체연료 2개 : 취사 2회 -.672 -.238 -1.271 -.863
1일 고체연료 1개 : 취사 1회 -1.007 -.356 -1.906 -1.294

(상수) 12.434 10.994 13.562 11.862
중요도 값88)

구   분 일반인 반전수 새터민 반전수
2이하 3이하 2이하 3이하

식   량 27.199 26.594 31.427 31.169
식   수 17.367 18.940 17.157 18.129
의약품 20.387 19.572 16.386 16.638
의   류 17.623 17.086 20.174 20.236
연   료 17.424 17.808 14.856 13.828

상관계수a

구   분 일반인 반전수 새터민 반전수
2이하 3이하 2이하 3이하

Pearson의 R .770 .000 .690 .002 .698 .002 .687 .002
Kendall의 타우 .478 .007 .390 .021 .371 .027 .410 .017

87) 각 요인수준이 같은 효용값을 의미하며, 효용값이 클수록 보다 선호되는 요인수준을 의미함.

88) 응답자가 각 요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의미. 중요도 값 = 해당요인의 효용범위 / 

모든 요인의 효용범위의 합계 * 100%, 즉 효용의 범위가 클수록 중요도의 값은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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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반인과 새터민의 지원품목 효용가치 요약(그래프)

 컨조인트 분석 결과로 일반인은 식량, 의약품, 식수, 연료, 의류 순으로 
효용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새터민은 식량, 의류, 식수, 연료, 의약품 
순으로 우선순위를 선택하였고, 모형이 예측한 서열과 설문작성자가 응답한 
실제 서열간 모수적 상관관계는 높으나 비모수적 상관관계는 보통의 수준
으로 판단되었다. (세부내용은 표 27. 참조)

구  분 식 량 식 수 의약품 의 류 연 료
일반인 26.594 18.94 19.572 17.086 17.808

 ③  ⑤ ④
새터민 31.169 18.129 16.638 20.236 13.828

 ③ ④  ⑤

[표 28] 일반인과 새터민의 긴급 지원품목 효용가치 비중 비교

 도시생명선 구축 시 구호품목에 대하여 일반인과 새터민의 우선순위와 
효용가치를 정리하면 위의 표 28.과 같다. 대한민국 일반인과 새터민 공히 
식량을 최우선으로 선정하였으나 다음 순위와 효용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지역 재난 시 긴급 지원품목으로 북한주민들은 식량 외에 의류를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대한민국 일반인은 의약품을 식량 다음으
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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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첫 번째 가설에서 밝혀진 것처럼 대한민국 일반인들의 기대와 북한
주민들의 진료요청양상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긴급 지원품목에서도 
첫 번째 가설과 관련된 의료분야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이 드러났다. 평상시 
의료에 대한 기대가 높은 대한민국 일반인은 북한지역 재난 시 긴급 지원
품목으로 의료분야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지만, 의료에 대한 기대는 낮지만 
대한민국 일반인 보다 더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은 의류의 지원
을 더 우선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량의 효용치를 비교한다면, 북한주
민의 식량상태는 대한민국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식수는 대한민국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소 상황이 양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운송수단 및 경로 판단 단계

일반적으로 대규모 장거리 수송은 철도가 도로보다 우세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김은미 등(2009)도 ‘출발-도착지 거리별 철도화물수송경쟁력 분
석’89)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50km 미만의 단거리는 도로가 유리하지만 거
리가 증가할수록 철도화물수송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지역 철도와 도로의 수송경쟁력을 수송거리별 또는 안정성 등 다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다. 단지, 북한지역 철도와 도로의 
물자수송 소요시간 측면에서 정창무 등(2012)90)은 북한지역 도로는 철도보
다 수송소요 시간 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철도 운행속도 추정근
거가 다소 부족91)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북한의 도로 및 철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율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89) 김은미 외, 2009, “컨테이너, 양회, 철강을 중심으로 한 철도의 화물수송경쟁력 분석”, 「한국

철도학회논문집」, 제12권 제5호, p.620

90) 정창무 등, 2012, ‘통일 후 북한 경제자활 및 인구이동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에 관한

연구’, 통일부

91) 정창무 등(2012)은 새터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철도의 운행속도를 30km/h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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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로-철도의 수송경쟁력 비교에 있어 물자 운송에 소요되
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비교하였다.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간 운송수단 
및 경로 판단 시 다른 요소보다 운행소요시간이 중요한 것은 투입되는 인력,

분  류 구  간 지  역 거리(km) 소요시간(h) 시속(km/h)

고속도로

북한 전역 - - - 80.0

개성-평양 개성-평양 191 - 100.0

남포-평양 평남-평양 50 - 100.0

포장도로

덕천-안주 평남-평남 89.57 1 89.6

안주-평성 평남-평남 67 1 67.0

북한 전역 - - 35

일반도로

회령-청진 함북-함북 171 4 42.6

함흥-흥남 함남-함남 50 - 100.0

북한 전역 - - - 35.0

풍서-함흥 양강-함남 230 8 28.8

함흥-원산 함남-강원 103 3 34.4

풍서-북청 양강-함남 106 5 21.2

북청-김책 함남-함북 143 6 23.9

김책-청진 함북-함북 156 3 52.2

풍서-혜산 양강-양강 68 2 34.1

함흥-덕천 함남-평남 155 5 31.0

혜산일반 양강-양강 - - 65.0

혜산-청진 양강-함북 345 48 7.2

혜산-함흥 양강-함남 288 72 4.0

평양-혜산 평양-양강 495 96 5.2

숙천-평성 평남-평남 47 2 23.5

숙천-순천 평남-평남 34 2 17.0

숙천-개천 평남-평남 52 3 17.2

숙천-덕천 평남-평남 102 4 25.5

숙천-대흥 평남-평남 207 8.5 24.4

흙도로
함경남도 함남-함남 - - 65.0

평남도 평남-평남 - - 50.0

산악도로

혜산-백두산 양강-양강 89 24 3.7

혜산일반 양강-양강 - - 20.0

자강-양강 - - - 5

개천,덕천 평남-평남 - - 25.0

[표 29] 새터민의 경험을 통한 북한의 도로 종류별 차량운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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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물자가 적시에 목표지점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재난으로부터의 피해
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로 종류별 차량운행속도(표 29.)는 기존에 연구된 새터민과의 
인터뷰 결과92)를 참조하였다. 철도의 운행속도의 추정93)은 기존연구를 보
강하기 위해 최근 입수한 북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평균 28.35km/h로 추
정되었다. 일반도로의 운행속도를 약 30km/h로 평가했을 때 철도의 운행
속도는 도로의 운행속도에 비하여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구 간 역 거리(km) 소요시간(h) 시속(km/h)
숙천-개천 평남-평남 52.2 1시간 47분 29.28

남포-평양 남포-서평양 54.5 2시간 34분 21.22

숙천-평성 숙천-간리/간리-평성 70.2 1시간 44분 40.51

회령-청진 회령-청진 78.4 3시간 50분 20.44

안주-평성 신안주-간리-평성 92.2 2시간 41분 34.35

숙천-순천 숙천-평성-신순천 92.8 2시간 19분 40.06

북청-김책 신북청-단천/단천-길주 112.6 3시간 54분 28.88

함흥-원산 함남-강원 117.8 5시간 23.55

김책-청진 단천-길주/길주-청진 165.3 5시간 45분 28.74

숙천-덕천 숙천-평성-신성천-덕천 181.4 5시간 3분 35.92

개성-평양 개성-서평양 189.6 7시간 10분 26.45

혜산-청진 혜산-길주/길주-청진 255.1 9시간 56분 25.68

함흥-덕천 함흥-신성천/신성-천덕천 261.3 10시간 3분 25.99

혜산-함흥 혜산-길주/길주-함흥 381.9 14시간 25분 26.49

평양-혜산 평양-혜산 685.6 22시간 16분 30.79

소계[평균] 2790.9 98시간 27분 [28.35]

* 2012년 북한 철도출판사가 제작한 철도시간표(별지 3.)를 재구성하였으며, 전기가 끊기지 않고 
공급되었을 때 이 시간표대로 열차가 움직이고 있음을 새터민과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였다.

[표 30] 북한 철도 운행시간표에 의해 추정된 구간별 기차 속도

도로와 철도의 사고율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정부기관 보고서 등 공개된 

92) 정창무 등(2012)은 통일부 프로젝트에서 실시한 새터민과의 인터뷰결과를 정리하여 일반도로

(흙도로)는 40km/h, 산악도로는 15km/h, 포장도로는 65km/h, 고속도로는 95km/h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도로 속성 값 입력 시 이 

자료를 참조하였다. 

93) 주요 철도역 사이의 거리는 ArcGIS로 산출하고, 소요시간은 철도시간표(2012년 북한 철도출판

사가 제작)의 철도운행 내역을 새터민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결과로 평균 28.35km/h의 결과값

을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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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일반현황(통계청) 피해상황

철도 일반도로 고속도로
도로 철도

근거지점수(개소) 길이(km) 지점수(개소) 길이(km) 면적(㎡)
2006 5235 25544 724 400 　 10 　 70000 자료1
2007 5242 25600 724 2000 600 100 78 　 자료1
2008 5242 25800 752 　 　 　 　 　 　
2009 5242 25854 727 　 　 　 　 　 　
2010 5265 25950 727 170 　 　 65.98 13900 자료2

자료1:태풍‘곤파스’ 통일부 내부 보도자료      (http://www.unikorea.go.kr/CmsWeb/tools/board/downAttachFile.req?fileId=FI0000079655)자료2:‘북 태풍 무이파 피행상황 보도’, 주간 북한동향 제1060호(2011.8.6.~12.), 통일부

[표 31] 북한 철도 및 도로의 일반현황과 알려진 피해현황

자료를 통해 알려진 북한지역 재난 시 도로 및 철도의 파괴율을 참고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구간별 파손 지점수를 확률적으로 계산한 후 
ArcGIS 9.3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청의 북한 통계와 정부기관의 자료를 종합할 때 재난 시 북한 철도 
및 도로가 동시에 파손될 확률에 관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2007년 북
한지역에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발생한 피해상황을 종합한 것이다. 도
로는 약 2.3%, 철도는 약 1.5%로 추정94)할 수 있다.(표 31. 참조)

도로의 파손은 그 지점으로 통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한 2
개 지점 간 유의미한 파손은 2개 지점 간 존재하는 교통 결절점95)의 수와 
관련되어 있으며, 북한지역 도로망을 기준으로 할 때 교통 결절구간96)의 
길이는 약 30~50km이다. 대한민국에서 육상수송 출발지 중 철도와 도로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은 도라산(경의선), 고성(동해선)이고 도착지는 북
한지역의 시도 행정중심지이다. 도라산과 고성에서 지원물자가 출발하여 각
각 최단시간에 북한의 각 지역으로 도착한다고 했을 때 파손될 수 있는 구
간 즉 결절구간은 거리에 따라 4개, 6개, 10개로 구분할 수 있다.(표 32, 
35. 참조) 

94) 도로 및 철도의 총 연장(고속도로+일반도로)대비 파괴 길이를 파손율로 추정하였다.

95)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는 점으로 지도상으로는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을 의미한다.  

96) 결절점과 결절점 사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라산-해주, 사리원, 원산 구간은 4개로, 도라산

-평양 구간은 6개로 구분하였다.(표 30 삽입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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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라산 → 황해남도 해주(124.6km/4구간) ② 도라산 → 황해북도 사리원(141.3km/4구간)

③ 도라산 → 평안남도 평성(217.6km/10구간) ④ 도라산 → 평양(190.9km/6구간)
          10          10   9                8                 7                  6                                                              5                       4                      3                       2                                                                  1 
⑤ 도라산 → 평안북도 신의주(400.1km/10구간) ⑥ 도라산 → 자강도 강계(464.8km/10구간)
   10       9   8   7                             6                                                              5                                   4                     3                                         2                         1 

                 10                   9                  8
                 7                                      6                               5 4                    3                                         2                        1 

⑦ 고성 → 양강도 혜산(454.8km/10구간) ⑧ 고성 → 함경남도 함흥(242.2km/6구간)
                         10                            9                           8
                          7                                        6                          5                                               4                                             3 2                             1 

                                   6                                   5                                                             4                       3                                                     2                      
                                 1 

⑨ 고성 → 함경북도 청진(662.0km/10구간) ⑩ 고성 → 강원도 원산(137.1km/4구간)
                             10
                                9
                            8                          7                                      6                     5                 4                   3                                        2                        1 

                     4                                                                                            3                                2
                                 1                                        

[표 32] 북한 도로수송 출발지(도라산, 고성)와 목적지(행정중심지) 간 최단거리와 구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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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개수 조합 횟수 소요시간 가중-소요시간
0 　 　 938 5.54 5.194568

1
구간1 　 21 10.36 0.217481
구간2 　 16 10.36 0.1657
구간3 　 8 10.36 0.08285
구간4 　 15 10.36 0.155344

2
구간1

구간2 0 10.36 0
구간3 1 10.36 0.010356
구간4 1 10.36 0.010356

구간2 구간3 0 10.36 0
구간4 0 10.36 0

구간3 구간4 0 10.36 0

[표 34] 고성-원산간 철로 파손개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소요시간

파손 개수 조합 횟수 소요시간 가중-소요시간
0 　 　 917 3.43 3.14531

1
구간1 　 19 4.37 0.08303
구간2 　 23 4.56 0.10488
구간3 　 20 4.56 0.0912
구간4 　 18 4.56 0.08208

2
구간1

구간2 1 4.37 0.00437
구간3 1 4.56 0.00456
구간4 1 4.56 0.00456

구간2 구간3 0 4.56 0
구간4 0 4.56 0

구간3 구간4 0 4.97 0

[표 33] 고성-원산간 도로 파손개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소요시간

개별 결절구간에서 도로가 재난으로 파손될 확률은 약 2.3%이므로 이 수
치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경우 4개 구간으로 구분되는 고성-
원산 구간은 1000회 시행 시 917번은 무사히 통과하지만, 80번은 1개 구
간에서 도로파손이 발생하며 3번은 2개 구간에서 파손이 일어난다.(표 33.
참조)   

철도는 재난으로 파손될 확률이 약 1.5%이므로 이 수치로 몬테카를로 시
뮬레이션을 실시하면, 고성-원산 구간은 1000회 시행 시 938번은 무사히 
통과하지만, 60번은 1개 구간에서 도로파손이 발생하며 2번은 2개 구간에
서 파손이 일어난다.(표 3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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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라산 → 황해남도 해주(206.3km/4구간) ② 도라산 → 황해북도 사리원(129.7km/4구간)

                                                                                                        2             4     3
                               1                                                                      

                4                                                                                       3                                2
                                                               1                                       

③ 도라산 → 평안남도 평성(217.6km/10구간) ④ 도라산 → 평양(191.6km/6구간)
               10             9                8
                7                                        6  
                5 4                     3                                         2                         1 

                             6                          5                                                         4                    3                                               2                      
                       1 

⑤ 도라산 → 평안북도 신의주(409.6km/10구간) ⑥ 도라산 → 자강도 강계(518.5km/10구간)
        10
           9             8  7
                 6                                        5       
                4                    3                                         2                           1 

               10
                   9                  8                   7                      
                  6
                 5              4                3 2
                    1 

⑦ 고성 → 양강도 혜산(657.7km/10구간) ⑧ 고성 → 함경남도 함흥(261.5km/6구간)
                                                           10
                                 9
                               8                                   6  7                   4  5
                   3                                         2                          1 

                                   6                                   5                                                             4                         3                                                     2                      
                             1 

⑨ 고성 → 함경북도 청진(647.4km/10구간) ⑩ 고성 → 강원도 원산(137.0km/4구간)
                                                            10                              9                                                         8                   6 5 7                   4                  3                     2                        1 

                                          4                         3                            2                            1 

[표 35] 북한 철도수송 출발지(도라산, 고성)와 목적지(행정중심지) 간 최단거리와 구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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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주(진입 철로 파괴시 비교 불가) 평성
도로(A) 철도(B) A/B 도로(A) 철도(B) A/B파 손 개수 소요시간 개수 소요시간 개수 소요시간 개수 소요시간

0 개 916 2.62 937 7.48 800 3.51 871 7.45
1 개 78 0.26 63 0.00 187 0.94 118 1.63
2 개 6 0.02 0 0.00 12 0.06 11 0.15
3 개 0 0.00 0 0.00 1 0.01 0 0.00

시행수 1000 2.91 1000 7.48 0.39 1000 4.51 1000 9.23 0.49
구 분 사리원(진입 철로 파괴시 비교 불가) 신의주(진입 철로 파괴시 비교 불가)

도로(A) 철도(B) A/B 도로(A) 철도(B) A/B파 손 개수 소요시간 개수 소요시간 개수 소요시간 개수 소요시간
0 개 918 3.00 954 5.04 795 5.79 875 13.26
1 개 80 0.33 43 0.00 190 1.85 117 0.00
2 개 2 0.01 3 0.00 15 0.15 7 0.00
3 개 0 0.00 0 0.00 0 0.00 1 0.00

시행수 1000 3.35 1000 5.04 0.66 1000 7.80 1000 13.26 0.59

[표 37] 목적지별 도로 및 철로의 파손지점 개수와 가중-평균 소요시간 I

구 분 도로(A) 철도(B) A/B파손지점(개수) 가중-평균소요시간(h) 파손지점(개수) 가중-평균소요시간(h)
0 개 917 3.145 938 5.195
1 개 80 0.361 60 0.621
2 개 3 0.013 2 0.021
3 개 0 0
계 1000 3.520 1000 5.837 0.60

[표 36] 고성-원산간 도로 및 철로의 파손지점 개수별 가중-평균 소요시간

전체 소요시간을 가중-평균 소요시간으로 환산하면 고성-원산 구간은 도
로는 3.52시간, 도로는 5.84시간이 소요된다. 도로수송은 철도수송 시 소요
되는 시간에 비하여 약 60% 밖에 되지 않으므로 운행시간 면에서 우세하
다고 할 수 있다.(표 36. 참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 행정중심지와 도라산, 고성간의 철도 및 도로의 
운행속도를 비교하면 목적지가 장거리일지라도 도로가 우세함을 알 수 있
다. 해주, 사리원, 신의주는 해당지역으로 진입하는 철로에 문제가 생길 경
우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이 없으므로 파손확률 및 숫자에 따른 소요시간을 
도로와 비교할 수 없었으나, 철로가 중간에 전혀 파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도로가 철도보다 운송시간 면에서 우세했다.(표 37, 38. 참조) 목적지에 
따른 도로와 철도의 구간별 파손개수와 운행소요시간은 별지 4.에 별도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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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원산 강계
도로(A) 철도(B) A/B 도로(A) 철도(B) A/B파 손 개수 소요시간 개수 소요시간 개수 소요시간 개수 소요시간

0 개 917 3.15 938 5.19 776 7.38 852 16.18
1 개 80 0.36 60 0.62 208 2.67 136 3.12
2 개 3 0.01 2 0.02 14 0.19 12 0.30
3 개 0 0.00 0 0.00 2 0.01 0 0.00

시행수 1000 3.52 1000 5.84 0.60 1000 10.25 1000 19.60 0.52
구 분 평양 혜산

도로(A) 철도(B) A/B 도로(A) 철도(B) A/B파 손 개수 소요시간 개수 소요시간 개수 소요시간 개수 소요시간
0 개 807 1.86 913 6.81 775 13.42 856 20.46
1 개 176 0.49 86 1.28 207 3.76 137 3.63
2 개 17 0.01 1 0.01 17 0.32 7 0.20
3 개 0 0.01 0 　 1 0.02 0 　

시행수 1000 2.37 1000 8.11 0.29 1000 17.53 1000 24.30 0.72
구 분 함흥 청진

도로(A) 철도(B) A/B 도로(A) 철도(B) A/B파 손 개수 소요시간 개수 소요시간 개수 소요시간 개수 소요시간
0 개 875 5.30 914 9.08 780 14.78 865 20.36
1 개 121 0.85 85 2.07 197 4.32 126 4.51
2 개 4 0.04 1 0.04 21 0.53 9 0.33
3 개 0 0.01 0 0.00 2 0.03 0 0.03

시행수 1000 6.20 1000 11.19 0.55 1000 19.66 1000 25.23 0.78

[표 38] 목적지별 도로 및 철로의 파손지점 개수와 가중-평균 소요시간 II

다음은 철도와 도로의 운송안정성 측면의 비교이다. 첫째 철도는 선로의 
보수유지 측면에서 도로보다 열세하다. 도로는 해당구간이 단절되더라도 통
상적으로 수 시간 이내에 보통수준의 기술인력으로 복구나 우회로 개설이 
가능하다. 반면 철도는 일부구간 전체가 폐쇄되는 것은 도로보다 쉬우나 복
구시에는 도로와는 달리 특별한 자재와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철도의 특성
상 특정구간에 놓여 있는 철도레일 1개97)만 없어도 철도는 해당구간의 운
행이 불가하며, 우회로를 만들 수도 없다. 게다가 북한지역에 건설되어진 

97) 레일은 9.14m, 10m, 20m, 25m(표준길이) 에서 지금은 50, 200m로 고속운전과 승차쾌적성을 

위해 장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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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는 상태가 취약할 뿐 아니라, 보수유지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98) 북한철도 운송 시 특정구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북한이 현지 기술인력과 보유중인 복구 자재를 즉시 투입하여 수 
시간 이내에 자체로 철로를 복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복구해
야 할 대상에 교량이 포함되어 있다면 도로는 긴급 교량복구자재를 투입하
여 수 시간 이내에 복구가 될 수 있겠지만 철도는 교량복구에 추가하여 철
로를 설치해야 하므로 실시간 교량을 포함한 철도 노선을 복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북한의 철도노선은 우회로 사용 측면에서 도로에 비하여 불리하
다. 앞서 도로와 철도의 물자운송속도 비교 시 해주, 사리원, 신의주는 해
당지역으로 진입하는 철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이 없
다. 게다가 북한 철도는 단선99)이기 해당 노선에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
여 열차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수 없을 시 임시로 대체할 수 있는 노선도 
없다. 결국 특정 철도노선의 사용이 불가하다면 철도를 통한 물자 운송은 
출발지를 달리하거나 노선이 분기되는 곳까지 돌아가는 방법 밖에 없으므
로 기껏해야 수 십 킬로미터를 우회하는 하는 도로에 비하여 철도는 절대
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된다.100) 

결론적으로 앞서 분석된 물자운송 속도, 운송소요 시간, 운송 안정성 측
면에서 볼 때 북한 재난지역에 대규모 인도적 지원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육상운송은 수송거리와 무관하게 도로가 철도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된
다.(표 39. 철도-도로 물자 운송 능력 비교 참조)

98)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7년 12월 북한과 공동으로 개성~신의주간 412km구간에 대하여 전면 

개·보수방안을  수립을 위해 정밀 조사하던 중 북측 당국자는 북한 철도는 유지보수 자재가 원

활하게 공급되지 못하여 1995년 이후 궤도 재료의 갱환이 없었다고 전언함(북한철도 사업현황 

, 2011, 한국철도시설공단)

99) 알려진바에 의하면 북한은 계속되는 경제사정 악화로 철도 노선을 개보수 하지 못하였고 기존의 

복선 노선 조차도 단선의 보수유지를 위해 철거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철도노선이 

단선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00) ArcGis 9.3으로 실시한 도로 및 철도의 네트워크 분석에 따르면 특정구간 문제시 도로는 약

20~30Km를 우회하나 철도는 약 130~300km를 우회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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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  로 철  도 비  고
물자운송 속도 평균 30km(일반도로 기준) 평균 28.35Km 도로 우세

운송소요 시간 최소:2.37시간(평양)
최대:19.66시간(청진)

최소:5.04시간(사리원)
최대:25.23시간(청진)

도로 절대 우세
(도로 / 철도 속도비 : 0.29~0.78)

운송안정성
선로 보수유지 도로복구 : 2시간 이내교량/터널 복구 : 하루이내

철로복구 : 1~2주일교량/터널 복구 : 2~3달 도로우세

우회로 사용 근거리내 우회가능 다른 철도 노선 이용을 검토 도로우세
종합판정 도로 우세

[표 39] 철도-도로 물자 운송능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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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안정화 및 도시생명선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들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북한지역 재난 시 필요한 도시생명선에 대해 재정의

를 시도하였다. 아울러 도시생명선 구축단계를 설정하여 현장에서 발생 가

능한 '차이'를 줄이고 실제 북한주민에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도시생명선

을 구축하고자 일반인, 새터민 그리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지역 재난발생 시 최대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정

확한 현상파악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대한민국이나 외국 의료진이 상대할 

북한주민들은 대한민국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진료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축시간 판단시 필요한 서비스 복구순위에 대하여 새터민과 일반인의 

의견 은 도로 > 통신 > 에너지 > 식수 및 용수 순으로 동일하였다. 다만 도로

복구 수준에서 일반인에게는 1차선 포장도로가, 새터민에게는 2차선 포장

도로가 효용이 높았다. 일반인의 경우 도로, 통신과 같은 공용 공급서비스

를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새터민은 재난발생 초기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임

시 에너지원이나 식수 및 용수 등 개별 수급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북한지역 재난 시 긴급 지원품목의 우선순위를 일반인은 식량, 의약품, 

식수, 연료, 의류 순으로 정하였으며, 새터민은 식량, 의류, 식수, 의약품, 

연료 순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의료에 대한 기대가 높은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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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일반인이 의약품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반해 의약품에 대한 기

대는 낮으나 더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은 의류지원을 보다 중요

하게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집단의 서비스별 효용치를 비교해 보면 

식량 및 의류는 새터민들의 효용치가 높았고 식수, 의약품 및 연료는 일반

인의 효용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량과 의류의 효용치를 비교해 볼 

때, 북한의 식량상황과 북한주민의 의류 보유 실태는 대한민국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식수, 

의약품 및 연료는 대한민국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소 상황이 양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재난지역에 인도적 지원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육상운송은 수송거리

에 상관없이 속도, 운송소요시간, 안정성 면에서 도로가 철도보다 유리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도로가 철도보다 유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도로가 

철도보다 운송속도에서 앞서며, 도로의 운송소요시간이 철도에 비해 짧고, 

북한지역 철도의 시설유지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철도의 우회노선이 장거

리이며 일부 노선은 우회로 자체가 없음을 감안할 때 철도의 수송 안정성

이 낮기 때문이다.

제2절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북한지역 재난발생 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에 관한 

연구이다. 이 분야는 향후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나, 현재는 ‘재난’, 

‘안정화’, ‘도시생명선’에 대한 연구를 개별로 진행 중이다. 

북한지역 재난관리, 안정화 그리고 도시생명선 구축은 연구자들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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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서로 연계하여 연구하고 자료를 구축하며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였다. 본 연구는 문

헌 연구를 통해 재난관리, 안정화 그리고 도시생명선 구축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에서 시작하여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의 모습을 구체화하였고, 단계

별로 효과적인 도시생명선 구축에 저해될 수 있는 '차이'들을 찾아내어 실

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는 아

래와 같다.

첫째, 재난에 처한 북한주민에 대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일반인의 기대와 북한 주민의 기대 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재난에 처한 북한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단순 부상이나 질환에 그친다

면 다행일 것이나, 만일 북한 주민들의 소극적 진료요청 양상으로 인해 긴

급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 의료당국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전염병 등 일종

의 격리가 필요한 질병이 순식간에 퍼져나감-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은 북한 주민의 요청보다 훨씬 적극적

인 의료 활동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평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료지원 체계를 꾸준히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난현장에 도착한 대한민국 의료진이 대한민국 일반인과 북한주민 간 

진료요청 양상의 '차이'를 간과하여, 단지 찾아오는 환자만이 전부일 것이

라고 여긴 채 진료업무를 수행한다면,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는 하루 사이에 

수백 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상황은 북한지역 재난 시 신속하게 도시생명선을 구축하여 재난지역을 

안정화시키고자 했던 대한민국 정부와 일반인의 기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일반인과 새터민 설문조사 결과를 컨조인트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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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방향이 북한주민들

의 실제 기대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구된 바에 

따르면 효과적인 재난복구는 공공 주도의 복구가 아닌 지역공동체 주도의 

복구이며 이를 위해서 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주민

들의 호응과 참여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우선적으로 원하는 바를 

파악해야 한다. 북한지역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북한주민의 입장에 가장 근

접하다고 볼 수 있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지를 컨조인트 분석한 

것 자체로 본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의 특성과 성

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초기에 북한주민의 적극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

이 생활해 왔던 환경적 요소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생명선 구축 시 서비스의 복구순서는 동일하게 접근하더라도 

개별 지급 서비스 분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용을 줄 필요

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도로 복구 시 1차선 포장도로보다는 2차선 포장

도로를 기준으로 복구를 계획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긴급 지원품목의 우선순위도 북한주민들과 일반인의 기준 사이에 상당

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 일반인의 수준에서 북

한 재난 시 긴급 지원품목을 준비한다면, 2005년 인도남부에서 발생했던 

쓰나미 재난대응 시 UN기구들이 지원품목을 부적절하게 공급했던 것과 유

사한 상황이 북한의 재난지역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시라면 북한

지역에 투입되는 해외원조는 모두 대한민국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점과 

재난지역에 대한 UN기구의 해외원조 수송비용이 예산의 90%를 차지함을 

고려할 때, 우리가 긴급 지원품목의 비율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그 

기회비용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이다. 향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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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물자를 사전에 준비할 때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수량 및 규모를 고려할 만하다. 아울러 식량에 이어 긴급히 지원해

야 할 물자가 의류인데 의류는 다른 물자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

에 효과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미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본 연구를 통해 북한지역의 육상 수송은 거리에 관계없이 속도, 

운송소요시간, 안정성 측면에서 철도보다 도로가 우세할 것임을 실증 분석

하였다. 그러나 UN이 파악한 것처럼 약 600만 명에 이르는 북한주민들이 

재난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이들에게 긴급히 물자를 지원해야 한다면 

도로만을 이용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노후한 철도노선을 보수 유

지하기 위해 한국 철도시설공단을 우선 투입하는 것도 많은 제한사항이 따

를 것이다.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지역 철도시설의 보수유지 문

제는 제쳐두고라도, 북한지역 철도보수공사에 투입되는 인원들의 안전보장

과 개인의 의사와 반대될 때 투입에 대한 법적 강제성 문제, 그리고 북한 

현지에서 철도보수를 위한 자재의 확보 등이 선결되어야 할 제한사항들이

다. 설상가상으로 전시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철도수송을 활용해야 하지만 

현재 군(軍)조차도 북한 철도시설에 대한 보수유지 능력이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지역 장거리 물자운송 시 철도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정부 혹은 철도

보수 업체가 필요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서 열거된 법적 제도적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 더욱이 전시상황까지 

가정한다면 초기 철도복구임무를 군에 부여하고 기능부대를 창설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창설된 부대로 평소에는 군 전용 철도를 관리하고, 국가 재

난 시 철도복구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전문기능부대로 육성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능력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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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지역 재난발생 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에 관한 

연구로 연구의 초점은 평시 북한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맞추어졌으나 

연구 결과는 전시상황까지도 준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의 점들에 있어 한계를 지니며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설문조사대상자들이 대표성 문제이다. 설문대상자의 구성이 말해주

듯 이들이 북한 전 주민을 대표하기에는 미흡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

한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겠다. 

둘째, 제한적 분석방법의 문제이다. 본 연구가 시도한 컨조인트 분석은 

많은 항목들을 조합하기에는 제한이 있어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들

만 간추려 설문이 작성되었다. 그 결과 도시생명선 구축에 대한 보다 다양

한 속성 및 수준이 존재할 수 있으나,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긴급 지원품목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지원품목의 종류와 수준이 다양할 수 

있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높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다른 시도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셋째, 밝혀진 '차이'들에 대한 극복방안 연구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를 

통해 두드러지게 확인된 점은 대한민국 일반인의 기대에 비하여 북한 주민

들은 의료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지역 재난 시 현장에 투

입된 의료팀과 북한주민들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에 대한 '차이

'를 평상시부터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주민들이 지금부터라

도 의료지원에 대한 개념을 바꿀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에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현재 실시간 파악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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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향후 북한정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재난 극복

을 위한 지원을 급작스럽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심지어 북한정권의 요청이전

에 대한민국이 인도적 지원을 선행해야 할 수도 있음을 세계 각지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이미 알고 있다. 북한지역 재난 발생 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

명선 구축 연구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쉽게 접근하기 힘든 자료, 드문 

연구자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필두로 서서히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마음속으로 바

라며, 이러한 한 걸음의 시도들이 향후 북한지역에 발생할 어떠한 재난에 

대해서건 우리가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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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종합

직업
군인 공무원 교직원 대학생 대학원생 의사 회사원 기타
52 29 73 24 10 13 57 7

19.8% 11.0% 27.8% 9.1% 3.8% 4.9% 21.7% 2.7%

연령대

30세 미만 30~50세 50세 이상
59 174 32

23.3% 68.8% 12.6%

거주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충청 대전 대구 강원 해외 전남 제주부산
94 42 6 64 23 17 2 5 8 2 2

35.5% 15.8% 2.3% 24.2% 8.7% 6.4% 0.8% 1.9% 3.0% 0.8% 0.8%

질문 라-1 폭발사고 북한정권

가 나 다 라 무응답
74 98 44 26 23

30.6% 40.5% 18.2% 10.7% 9.5%

질문 라-2 전염병 북한정권

가 나 다 라 무응답 계
51 134 25 32 23 265

21.1% 55.4% 10.3% 13.2% 9.5% 100%

질문 라-3 전염병 남한,외국

가 나 다 라 무응답 계
122 86 10 24 23 265

50.4% 35.5% 4.1% 9.9% 9.5% 100%

질문 마-1 포장기대

가 나 다 라 무응답 계
20 99 111 12 23 265

8.3% 40.9% 45.9% 5.0% 9.5% 100%

질문 마-2 유통수단

쌀 중국돈(위안) 일본돈(엔) 북한돈(원) 미국돈(달러) 무응답 계
126 48 0 30 38 23 139

52.1% 19.8% 0.0% 12.4% 15.7% 9.5% 100%

질문 마-2 배급주기
1주일 2주일 한 달 2~3일 무응답 계

20 99 111 12 23 265
8.3% 40.9% 45.9% 5.0% 9.5% 100%

성별
남자 여자
141 124
53.2% 46.8%

별지 # 1. 일반인 대상 설문결과와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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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일자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직업
(남자, 여자)

                                 

북한지역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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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북한지역 재난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를 위하여 시행되며 여러분이 북한지역에 재난발생시 안정화
를 위해 도시생명선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도시생명선 구축단계간 중
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Ÿ 북한지역 재난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이란 전쟁을 
포함하여 인적 혹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이 조속히 최소한 재해전의 삶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해당하는 지역에 도로, 통신, 식수 및 용수, 에
너지 등의 기반서비스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설문지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응답을 하시는 여
러분께서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솔직히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해주신 설문지는 익명으로 통계처리 되며,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연
구결과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면 아래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
면 됩니다.)

2013.10.

담당자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연구원 강경일
(전화 : 02-880-7373, 이메일 : koreanarm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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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한지역 재난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이란?

Ÿ 전쟁을 포함하여 인적 혹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이 조속히 최소한 재해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

도록 해당하는 지역에 도로, 통신, 식수 및 용수, 에너지 등의 기반서

비스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Ÿ 북한에서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도시생명선 구축에 관한 접근은 

그림 1.과 같은 4단계 접근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시생명선의 

구상범주에 따라 일부 단계를 각각 2단계로 세분화 하거나 대상이 되

는 인원 및 기관에 지원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를 도시생명선 구축의 

완성으로 볼 수 도 있으나, 이번 설문에서는 해당지역에 지원물품이 

도착하는 것을 도시생명선 구축의 종료시점으로 범위를 제한합니다.

[그림 1]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단계

나. 도시생명선 구축간 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할 서비스 선

택요소에 대한 설명과 카드

Ÿ 본 설문은 귀하께서 북한지역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간 우선

하여 복구하여야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실 경우 어떠한 서비스(속성)를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Ÿ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속성은 다음의 4가지 선택요소이며, 

설문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른 조건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선택요소는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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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 : 포장유무와 도로폭

구분 포장 및 도로폭 내용
1 포장, 2차선이상 포장도로위로 차량이 자유로이 양방향 통행가능
2 비포장, 2차선이상 비포장도로위로 차량이 자유로이 양방향 통행가능
3 포장, 1차선 포장도로위로 차량이 제한적으로 통행가능
4 비포장, 1차선 비포장도로위로 차량이 제한적으로 통행가능

② 통신 : 유무선 통신기기 복구

구분 복구 정도 내용
1 유선복구, 무선복구 유선 및 무선 통신을 모두 복구
2 유선복구, 무선미복구 유선은 우선 복구하였으나 무선은 미복구
3 유선미복구, 무선복구 유선은 미복구 하였으나 무선은 우선하여 복구

③ 식수 및 용수 : 생활에 필요한 식수 및 용수의 공급 정도

구분 공급 규모 내용
1 1일1인 20리터 이상 1일 식수 및 용수 기준 공급량 모두 공급
2 1일1인 12리터 이상 1일 식수는 기준량 공급, 용수는 제한적으로 공급
3 1일1인 4리터 이상 1일 식수만 기준량 공급, 용수는 자체해결
4 1일1인 0.5리터 이상 1일 최소한의 식수만 공급, 나머지는 자체해결

④ 에너지 : 난방 및 취사를 위한 에너지원

구분 공급 규모 내용
1 100% 난방 및 취사를 위한 연료 100% 지원
2 70% 난방 및 취사를 위한 연료 70% 지원
3 40% 난방 및 취사를 위한 연료 40% 지원
4 10% 난방 및 취사를 위한 연료 10% 지원

⑤ 카드선택의 순위

Ÿ 본 설문에서는 총 16장의 카드가 제시되고 있으며, 각 카드당 4개의 

도시생명선 구축에 필요한 서비스 요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 카

드에 제시된 속성 값들을 살펴보시고, 이들 중 선호하는 순위를 1등부

터 16등까지 프로파일 번호 옆에 숫자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프로파일 번호1-15, 프로파일 번호2-11)

Ÿ 귀하께서 결정하시는 순위는 정답이 없으며, 각자의 판단기준에 따라 

소신껏 결정하시면 됩니다. (등수 중복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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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번호 1 

카드 ID 도로 통신 식수및용수 에너지

1 1차선   이상  

 비포장도로

유 선 복 구   

무선미복구

하루   한명

당 4리터

난 방 / 취 사 

40%

프로파일   번호 2 

카드 ID 도로 통신 식수및용수 에너지

2 2차선   이상  

 비포장도로

유선   무선  

 복구

하루   한명

당 12리터

난 방 / 취 사 

40%

프로파일   번호 3 

카드 ID 도로 통신 식수및용수 에너지

3 1차선   이상  

 비포장도로

유선   무선  

 복구

하루   한명

당 0.5리터

난 방 / 취 사 

70%

프로파일   번호 4 

카드 ID 도로 통신 식수및용수 에너지

4 1차선   이상  

 비포장도로

유선   무선  

 복구

하루   한명

당 20리터

난 방 / 취 사 

10%

프로파일   번호 5 

카드 ID 도로 통신 식수및용수 에너지

5 2차선   이상  

 포장도로

유 선 복 구   

무선미복구

하루   한명

당 12리터

난 방 / 취 사 

10%

프로파일   번호 6 

카드 ID 도로 통신 식수및용수 에너지

6 1차선   이상  

 포장도로

유 선 복 구   

무선미복구

하루   한명

당 0.5리터

난 방 / 취 사 

100%

프로파일   번호 7 

카드 ID 도로 통신 식수및용수 에너지

7 1차선   이상  

 포장도로

유선   무선  

 복구

하루   한명

당 4리터

난 방 / 취 사 

10%

프로파일   번호 8 

카드 ID 도로 통신 식수및용수 에너지

8 1차선   이상  

 비포장도로

무 선 복 구   

유선미복구

하루   한명

당 12리터

난 방 / 취 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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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번호 9 

카드 ID 도로 통신 식수및용수 에너지

9 1차선   이상  

 포장도로

무 선 복 구   

유선미복구

하루   한명

당 20리터

난 방 / 취 사 

40%

프로파일   번호 10 

카드 ID 도로 통신 식수및용수 에너지

10 2차선   이상  

 포장도로

유선   무선  

 복구

하루   한명

당 0.5리터

난 방 / 취 사 

40%

프로파일   번호 11 

카드 ID 도로 통신 식수및용수 에너지

11 2차선   이상  

 비포장도로

유선   무선  

 복구

하루   한명

당 4리터

난 방 / 취 사 

100%

프로파일   번호 12 

카드 ID 도로 통신 식수및용수 에너지

12 1차선   이상  

 포장도로

유선   무선  

 복구

하루   한명

당 12리터

난 방 / 취 사 

70%

프로파일   번호 13 

카드 ID 도로 통신 식수및용수 에너지

13 2차선   이상  

 포장도로

무 선 복 구   

유선미복구

하루   한명

당 4리터

난 방 / 취 사 

70%

프로파일   번호 14 

카드 ID 도로 통신 식수및용수 에너지

14 2차선   이상  

 포장도로

유선   무선  

 복구

하루   한명

당 20리터

난 방 / 취 사 

100%

프로파일   번호 15 

카드 ID 도로 통신 식수및용수 에너지

15 2차선   이상  

 비포장도로

무 선 복 구   

유선미복구

하루   한명

당 0.5리터

난 방 / 취 사 

10%

프로파일   번호 16  

카드 ID 도로 통신 식수및용수 에너지

16 2차선   이상  

 비포장도로

유 선 복 구   

무선미복구

하루   한명

당 20리터

난 방 / 취 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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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난을 당한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해야할 

구호품목에 대한 설명과 카드

Ÿ 재난을 당한 북한주민들에 지급할 재난구호품목은 주민들에게 우선적

으로 지급해야하는 품목중에서 현지에서 구하기 힘든 품목으로부터 높

은품목의 순서로 판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Ÿ 재난시 현지에서 구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는 속성은 다음의 5가지

(식량, 식수, 의약품, 의류, 고체연료)이며, 설문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

른 조건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속성에 대한 

수준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① 식량 

구분 기준량 내용
1 1인 1일 600g 햇반 3개(세계식량기구 기준)
2 1인 1일 400g 햇반 2개(소방방재청 긴급구호기준)
3 1인 1일 200g 햇반 1개

② 식수 

구분 기준량 내용
1 1인 1일 4리터 생수 大(2000ml) 2병(재해시 1일 기준량)
2 1인 1일 2리터 생수 大(2000ml) 1병
3 1인 1일 1리터 생수 中(500ml) 2병

③ 의약품

구분 기준량 내용
1 비상약품 100% 비상약품(비상구급상자 점검목록)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
고,지혈제, 소염제

2 비상약품 70%
3 비상약품 40%

④ 의류

구분 기준량 내용
1 2.0벌 1인당 상하의 2벌
2 1.0벌 1인당 상하의 1벌
3 0.5벌 1인당 상의 또는 하의 중 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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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체연료

구분 기준량 내용
1 고체연료 3개 1개 기준 4시간, 3회 취사 가능
2 고체연료 2개 1개 기준 4시간, 2회 취사 가능
3 고체연료 1개 1개 기준 4시간, 1회 취사 가능

⑥ 카드선택의 순위

Ÿ 본 설문에서는 총 15장의 카드가 제시되고 있으며, 각 카드당 5개의 

재난구호품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 카드에 제시된 속성 값들을 살

펴보시고, 이들 중 선호하는 순위를 1등부터 15등까지 프로파일 번호 

옆에 숫자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프로파일 번호1-15, 프로파일 번호2-11)

Ÿ 귀하께서 결정하시는 순위는 정답이 없으며, 각자의 판단기준에 따라 

소신껏 결정하시면 됩니다. (등수 중복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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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난시 북한주민들의 현상 분석에 관한 설문

Ÿ 재난을 당한 북한주민들이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을 알아보고자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① 폭발사고 발생하였으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사고원인을 조

사 중입니다. 북한주민이 부상을 입었다면 당국(북한정권)에 진료를 

바로 요청하였을까요?

       가. 바로 요청한다.
       나. 부상이 심할경우만 요청한다.
       다. 원인이 밝혀질 때가지 진료요청을 미룬다
       라. 사고원인이 밝혀져도 진료요청을 하지 않는다.
   ② 몸에 식은땀, 기침이 나고, 열이 오릅니다. 본인의 신체에 알 수 없

는 변화가 생긴다면 당국(북한정권)에 진료를 바로 요청하였을까요?

       가. 바로 요청한다.      나. 상태가 심할 경우만 요청한다.
       다. 병명을 알 때가지 진료요청을 미룬다
       라. 병명을 알아도 진료요청을 하지 않는다.
   ③ 몸에 식은땀, 기침이 나고, 열이 오릅니다. 본인의 신체에 알 수 없

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한정부나 외국 의료진이 근처에 있다면 

진료를 바로 요청하였을까요?

       가. 바로 요청한다.      나. 상태가 심할 경우만 요청한다.
       다. 병명을 알 때가지 진료요청을 미룬다
       라. 병명을 알아도 진료요청을 하지 않는다.

마. 재난시 북한주민들에 지급할 구호물품에 관한 설문

Ÿ 재난을 당한 북한주민들게 우선적으로 지급하야 할 구호물품을 알아보

기 위한 설문입니다.

① 북한에 지역마다 시멘트와 아스팔트 재료를 보급해 준다면 도로포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늘어날 것이다.                 나. 부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 다른 용도로 전용될 것이다.     라. 전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② 북한 주민에게 가장 유용한 유통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쌀 나. 중국돈(위안) 다.일본돈(엔)  라.북한돈(원)  마.미국돈(달러)
   ③ 만일 구호물자를 나눠준다면 몇 일 단위로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 1주일      나. 2주일     다. 한 달      라. 2~3일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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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설문조사 결과 종합

성별 직업
남자 여자 군인 공무원 교직원 학생 노동자 회사원 농업 주부 기타
66 182 9 11 7 41 56 44 12 37 31

26.6% 73.4% 3.6% 4.4% 2.8% 16.5% 22.6% 17.7% 4.8% 14.9% 12.5%

연령대 거주지

30세 미만 30~50세 50세 이상 평양 황해 함경 평안 자강 양강 강원 계
49 172 27 10 10 169 25 1 29 4 248

19.8% 69.4% 10.9% 4.0% 4.0% 68.1% 10.1% 0.4% 11.7% 1.6% 　
질문 라-1 질문 라-2 질문 라-3

도로 산길 주로도로 주로산길 4k이하 10k이하 15k이하 15k이상 있다 없다/무응답

101 29 85 31 87 81 35 35 106 142
41.4% 11.9% 34.8% 12.7% 35.7% 33.2% 14.3% 14.3% 42.7% 57.3%

질문 라-4 홍수 대피시간 질문 라-5 폭발사고

가 나 다 라 무응답 가 나 다 라 무응답
40 50 60 50 48 68 91 16 69 4

16.4% 20.5% 24.6% 20.5% 19.7% 27.9% 37.3% 6.6% 28.3% 1.6%

질문 라-6 전염병 북한정권 질문 라-7 전염병 남한,외국

가 나 다 라 무응답 가 나 다 라 무응답
67 104 22 44 11 104 52 15 43 34

27.5% 42.6% 9.0% 18.0% 4.5% 41.9% 21.0% 6.0% 17.3% 13.7%

질문 마-1 포장기대 질문 마-3 유통수단

가 나 다 라 무응답 가 나 다 라 마 무응답
36 69 97 43 3 56 106 0 64 12 10

14.8% 28.3% 39.8% 17.6% 1.2% 22.6% 42.7% 0.0% 25.8% 4.8% 4.0%

질문 마-2A 장비경험
덤프 굴삭기 2가지 3가지 4가지 없음 무응답
33 11 59 40 13 63 28

13.3% 4.4% 23.8% 16.1% 5.2% 25.4% 11.3%

질문 마-2B 필요장비 질문 마-4 구호경험

덤프 굴삭기 페로다 구레다 2이상 모두 무응답 있다 없다 무응답
99 62 28 18 12 16 11 52 178 18

39.9% 25.0% 11.3% 7.3% 4.8% 6.5% 4.4% 21.3% 73.0% 7.4%

질문 마-5 물품수령 질문 마-6 배급주기

쌀 약 밀가루 비료 2이상 3이상 1주일 2주일 한 달 2~3일 무응답
37 11 5 5 14 4 71 49 81 33 14

15.2% 4.5% 2.0% 2.0% 5.7% 1.6% 29.1% 20.1% 33.2% 13.5% 5.7%

별지 # 2. 새터민 대상 설문결과와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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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일자 성명 성별 나이 고향 북한에서의 직업
(남자, 여자)

                                 대한민국 도착한 날짜:

북한지역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설문조사

(이하 설문 ‘가~다’는 대한민국 일반인 컨조인트 설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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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난시 북한주민들의 현상 분석에 관한 설문

Ÿ 재난을 당한 북한주민들이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을 알아보고자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① 평상시 다니는 길은 어디였습니까?

       가. 도로   나. 산길   다. 주로 도로   라. 주로 산길
   ② 하루에 땔감이나, 식량을 구하거나 또는 직장이나 집에 가기위해 

   걸어다니는 길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가. 4km 이하(1시간이하)    나. 10km 이하(2시간 반이하)
       다. 15km 이하(3시간이하)   라. 15km 이상(3시간 이상)

③ 홍수를 경험하신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④ 홍수가 발생했다고 연락을 받으셨을 때 대피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

습니까?

       가. 대체로 시간이 충분하였다.         나. 대체로 시간이 부족하였다. 
       다. 대체로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다.    라. 홍수때마다 시간이 많이 달랐다.
   ⑤ 폭발사고 발생하였으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사고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본인이 부상을 입었다면 당국(북한정권)에 진료를 

바로 요청하셨겠습니까? 

       가. 바로 요청한다.
       나. 부상이 심할경우만 요청한다.
       다. 원인이 밝혀질 때가지 진료요청을 미룬다
       라. 사고원인이 밝혀져도 진료요청을 하지 않는다.
   ⑥ 몸에 식은땀, 기침이 나고, 열이 오릅니다. 본인의 신체에 알 수 없

는 변화가 생긴다면 당국(북한정권)에 바로 진료를 받으셨겠습니까? 

       가. 바로 요청한다.      나. 상태가 심할 경우만 요청한다.
       다. 병명을 알 때가지 진료요청을 미룬다
       라. 병명을 알아도 진료요청을 하지 않는다.
   ⑦ 몸에 식은땀, 기침이 나고, 열이 오릅니다. 본인의 신체에 알 수 없

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한정부나 외국 의료진이 근처에 있다면 

진료를 받으셨겠습니까? 

       가. 바로 요청한다.      나. 상태가 심할 경우만 요청한다.
       다. 병명을 알 때가지 진료요청을 미룬다
       라. 병명을 알아도 진료요청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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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난시 북한주민들에 지급할 구호물품에 관한 설문

Ÿ 재난을 당한 북한주민들게 우선적으로 지급하야 할 구호물품을 알아보

기 위한 설문입니다.

① 북한에 지역마다 시멘트와 아스팔트 재료를 보급해 준다면 도로포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늘어날 것이다.                 나. 부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 다른 용도로 전용될 것이다.     라. 전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② 다음은 대표적인 도로복구 장비들입니다. 

      A. 당신은 북한에 있을 때  도로복구를 위해 아래의 장비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 덤프(있다 / 없다) 나. 굴삭기(있다 / 없다)

다. 페이로더(있다 / 없다) 라. 구레이더(있다 / 없다)

       B. 북한의 도로복구를 위해 많이 필요한 장비는 무엇인가요?

         가. 덤프         나. 굴삭기      다. 페이로더      라. 구레이더 
   ③ 북한 주민에게 가장 유용한 유통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쌀 나. 중국돈(위안) 다.일본돈(엔)  라.북한돈(원)  마.미국돈(달러)
   ④ 외부로부터 구호물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⑤ 외부로부터 받은 구호물품은 무엇이엇습니까?(                   )

   ⑥ 만일 구호물자를 나눠준다면 몇 일 단위로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 1주일      나. 2주일     다. 한 달      라. 2~3일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114 -



- 115 -

별지 # 3. 북한 철도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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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How to Attain Stabilization of 

Urban Life-lines in North Korea Disaster Areas

Kang, Kyungil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ing ‘An urban life-line to stabilize a north Korea (nK) 
disaster-stricken area’ involves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essential governmental services. Essential services include roads, 
communications, water and energy systems that nK would need to 
survive and move on with their day-to-day lives. 

   When disasters occur and the local community is not able to 
overcome the catastrophe on its own, the government, or official 
organizations must intervene to stabilize the disaster-stricken 
area.  At the beginning of the stabilization period, it is crucial to 
establish an urban life-line to stabilize the disaster-stricken area.

   Through history, we can find many cases where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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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failed to establish an urban life-line during the initial 
response period.  In essence, essential preparations and plans to 
adequately respond to a disaster have not been made.  nK is a 
disaster-prone country with a history of suffering from natural 
disasters and a high probability of recurrence.  Thus, the 
Republic of Korea (ROK) must be prepared to respond to a 
devastating natural disaster in nK.

   This study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ster 
management and post-disaster stabilization using an urban 
life-line through references research.  This study defines and 
classifies the establishment of a nK urban life-line using four 
steps : Stocktaking and Establishment of Objectives, Judging Time 
Required, Judging Supply Items, Judging Transportation Methods 
and Routes. For each step, it creates and tests assumptions based 
on possible issues that ROK official organizations will have to 
consider prior to a disaster to establish an effective urban 
life-line. A survey for this study samples two specific populations: 
common citizens from the ROK as well as defectors of nK.  The 
results of the nK defectors survey were then used as a substitute 
variable for native north Koreans.  Analysis methods used are: 
Chi-square Test, Ordered Logit Analysis, Conjoint Analysis, and 
ArcGIS 9.3 Network Analysis with the Monte Carlo simulation.  
The assumptions test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hard to estimate for the establishment of 
emergency medical system at the disaster site because it is 
assumed that north Koreans will hesitate to receive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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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from ROK and foreign medical teams.  Thus, field 
emergency medical teams will have to proactively provide medical 
care to injured north Korean citizens.  In effect, the ROK 
government needs to promote the ROK medical support system in 
order to facilitate provision of medical services.  

   Second, both sample groups of common ROK citizens and 
defectors chose road repair as a priority government service.  
However, examining this selection further, common ROK citizens 
selected one-lane paved roads whereas nK defectors selected 
two-lane paved roads.  Furthermore, common ROK citizens placed 
higher value on roads and communications than nK defectors 
while nK defectors placed higher value on water and energy 
systems being restored than common ROK citizens.  Hereafter, the 
preference to encourage north Koreans to participate was 
identified during the establishment of a nK urban life-line.

   Third, when asked for prioritization of emergency items, 
common ROK citizens opted for food>medicine>water>energy 
>clothing. However, nK defectors prioritized food>clothing>water 
>medicine>energy.  Common ROK citizens considered medicine as 
the next important item after food while nK defectors placed more 
importance on clothing.    

Fourth, while it was confirmed that roads would be a more 
expedient transportation mechanism than railways in nK, it is still 
important for the ROK government to make contingency plans and 
maintain nK railways.  It has been determined that using nK 
railways to transport emergency assistance goods throughout nK 
is unavoi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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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ng reference research, a survey, statistical analysis, and 
ArcGIS simulation, this study analyzed ‘GAPs’ with actual proofs; 
how our general South Korean expectation for establishing a nK 
urban life-line can be different from a nK perspective. Through 
this study, I have demonstrated that the ROK government can 
implement a more effective urban life-line in nK 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However, this study’s main limitations are that the sampling 
of nK defectors cannot truly be representative of the entire north 
Korean population and the constraint of using conjoint analysis to 
vary urban life-line services and emergency assistance items. I 
expect that a follow-up study will not only be able to use more 
diverse and deliberate methods to assist with establishing a 
practical urban life-line in nK, but also be implemented to make a 
more concrete counterplan to mitigate the ‘GAP’ which was 
revealed through this study. 

Keyword : North Korea, Disaster, Urban life-line, Chi-square Test, 
Ordered-Logit Analysis, Conjoint Analysis, Montecarlo 
Simulation, ArcGIS Network Analysis. 

Student Number : 2010-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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