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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관리 분야에서 역량기반 계획수립(Capability-Based Planning, CBP) 접근

방법이 왜 강조되고 있는지를 미국의 THIRA-SPR 프로세스 고찰을 통해 CBP의 유용성을 검토

하고 우리나라 지역 재난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난관리에서 CBP는 크게 

세 가지 유용성을 가진다고 한다. 우선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측면에서 조직들

이 중장기적 재난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분석을 통해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가능하다. 둘째, 지역의 위험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CBP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 간 협력(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을 강화한다. 셋째, 반복적인 교육훈련이나 실제 재난경험을 통해 재난관리 단계

별 역량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조직학습

(organizational learning)을 촉진시킨다.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이 CBP 접근방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1) 한국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 개념의 정립과 역량요소 구분, 2) 교육훈련 

기반의 재난관리 전문인력 분류 기준 마련, 3) 공공 및 민간부문이 모두 참여하고 토론하는 문화

조성, 4) 위험성 평가, 재난 시나리오 등의 기반구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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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본권으로서 국민안전권 보장문제는 2016년 4월 세월호 사고이후, 특히 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이후 강조되고 있다. 안전권을 통해 국민은 안전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안전권은 분권화

의 추세에 맞춰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여야 할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안전 분야는 재난 현장에서의 미흡한 대처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주도적 재난관리를 추진하기에 행정, 문화, 제도적 기

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이다. 지방분권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입법

권, 재정권, 조직인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지역 경제발전이나 복지정책들에 우선하

여 재난예방과 안전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의 재난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지속되었지만 이는 재난 발생 

직후에만 사회적 이슈가 될 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똑같은 문제

는 반복되었다. 

따라서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강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안전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더불어 지역의 재난관리 역

량강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에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다. 재난관리 분야에서

의 역량기반 계획수립(Capability-Based Planning, 이하 CBP)은 2000년대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CBP란 군사적 개념으로, 불확실한 환경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과 필요 자원(resource)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위험한 상황

에 대한 준비성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Caudle, 200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수립을 통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CBP는 불확실성

(uncertainty) 속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예방,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방향

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재난관리 분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최근 국내에서도 역량중심 

재난관리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CBP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

하고 그 유용성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대형 재난관리 경험이 풍부한 미국의 THIRA-SPR 프로세

스를 통해 CBP의 유용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역 재난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

였다. 연구 질문은 ‘재난관리 맥락에서 역량기반 계획수립 접근은 어떤 유용성을 가지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이다. 연구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된다. 첫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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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역의 재난관리 현주소를 살펴보고 재난관리 역량의 개념, 군사 분야에서 발전한 

CBP의 개념적 정의와 그 구성요소를 문헌 연구하였다. 둘째, 재난관리 분야 CBP 접근방

법 적용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미국 역량진단 제도와 우리나라 재난관리평가 제도

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셋째, 미국은 CBP를 재난관리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HIRA-SPR 프로세스의 내용을 고찰한 후 CBP의 유용성과 우리나라 지

역 재난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미국의 재난관리 실무담당자와의 면대면 면접과 전자서신을 함께 활용하였다.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현주소

경북 포항 지진(’17.11.)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7.12.) 사고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이 아직도 저조하고 소방서 등 지역 재난담당 공무원들의 재난대

응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우선 지역사회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재난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및 환류 수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재난관리 참여와 협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즉,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

략이나 틀을 갖추지 못해, 재난 발생 전에 미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위험에 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난 발생 이후 확인된 문제점을 그때그때 조치하는 

사후약방문식 재난관리가 지속되고, 이들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보다 담당자가 

바뀌거나1) 시간이 흐르면 망각되어 새로운 담당자는 교훈을 공유･학습할 수 없는 구조

이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7). 

둘째로는, 지역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지역 위험 관련 데이터의 심도있는 분석이나 다

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생략된 채 재난 대응 활동별로 맡은 부분만을 작

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재난위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계획

을 수립하더라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Hopkinson, 2011: 15) 문제도 있다. 전체 

부서에 분산돼 있는 기능별 담당자 간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

역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어2) 실제 집행단계에서 재난관리 주체들 간 유기적인 연

1) 2018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난 담당공무원의 재직기간은 평균 

1년 5개월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전체 부서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분산관리하고 있어 공무원들은 자신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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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미흡하다(최충익, 2009). 이는 재난관리 선진국들에서 업무 관련 담당자들이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지역의 위험특성을 파악하고 재난관리 목표와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학계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재난관리 목표-

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의 일원화된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한다(최상

옥·김서용, 2013).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재난관리 업무 추진 방향은 중앙에서 작성 및 

통보하는 지침에 따라 정해지고 있어 지역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지역개발 사업

에 비해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재난안전 정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라는 것이다.

Ⅲ. 이론적 배경

1. 재난관리 역량의 개념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역량3)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Lindbom et al., 2015) 

재난관리 역량을 직접적으로 정의한 연구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역량의 개념은 조

직 차원과 개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논의될 수 있는데(Ulrich and Smallwood, 2004), 재

난 및 위험관리 분야 연구들은 불확실한 환경에서의 조직 역량에 집중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은 재난 및 위험관리 분야 연구들에서 논의한 역량 개념을 

참고하여 재난관리 역량을 정의하고자 한다.

Lindbom et al.(2015)은 역량을 “초기 사건, 조직의 수행 임무, 임무 수행에 따른 결과 

등에 내포된 불확실성(uncertainty)”개념으로 정의하였고 Bhatta(2003: 403)는 역량을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현재 또는 미래의 자원, 시스템, 구조, 절차”로 이해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조직인 카네기 멜론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소에서 역량성숙

모형(Capability Maturity Model)을 고안한 Hopkinson(2011: 13)은 성숙한 위험관리 역

량(a mature risk management capability)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모든 조

업무와 함께 재난관리 업무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초 자치단체로 갈수록 인력 한 명 

당 맡고 있는 재난관리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재난안전 수요를 꼼꼼히 분석･반영해서 계획을 수립

할 수 없고, 특정 업무에 집중하거나 교육훈련을 받을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한다(국립재난안전

연구원, 2017). 이러한 현실은 재난관리 담당자들이 현장 감각이 떨어지고 재난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3) 영어권에서 역량은 ability, competence, capability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호환가능한 것으로 사

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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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바람직한 목표(a desirable goal)를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얻은 교훈을 통해 직원을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역량이 성숙한다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Renn(2008)은 

역량을 “조직이 자산(asset)과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틀(framework)”(Lindbom et 

al,. 2015: 46에서 재인용)로 보았으며 미국의 국토부(DHS , 2007)는 역량을 “특정 조건 

하에 주요 업무(critical task)를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임무(mission) 또는 기능(function)

을 완료하거나, 기대하는 성과(desired outcome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means)을 제공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Moore et al., 2010). 즉, 역량은 계획을 실제 집행과 성과로 연

결하면서 조직들이 현재 보유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재난관리 맥락에서 역량을 논의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Kusumasari, Alam, and Siddiqui 

(2010: 441)는 역량을“재난관리 모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갖추어야 할 재무, 

기술, 정책, 제도, 리더십, 인적자본 등과 관련한 능력”으로 이해하였다. RAND (2012: 6)는 

재난대비 개념을 활용해서 역량을 설명하였는데, 즉 대비(preparedness)란 “잠재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능력(ability)을 준비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며 역량을 “대비의 기

초(foundation of preparedness)”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가령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들을 

위해 의약품을 공급 및 배분하는 능력이 역량인 것이다. 

종합하면, 역량은 목표(goal)나 결과(outcome)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로 이해될 

수 있으며, 어떤 것을 하는 능력(ability), 자원(resource), 불확실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재난관리 역량을“불확실한 환경에

서 재난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에게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능력과 자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역량기반 계획수립의 기원

CBP는 군사 및 국방 분야에서 발전된 위험관리 접근법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의 국방기획(defense planning) 수범 모델(gold standard)

로서 CBP가 강조되었으며 현재까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채택되었다

(Hales and Chouinard, 2011). 미국의 국방부는 1990년 대 중반부터 역량기반 군사력

(capabilities-based force)을 강조하였는데, 1995년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미군은 앞으

로 어떤 임무가 주어지고 어떤 적과 전쟁을 할지 모른다는 전제 하에, 현대의 불확실한 

환경에서 융통성(versatility)을 최대한 갖추기 위해 역량기반의 군사력, 즉 어떤 위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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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육군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고 발표하였다(박휘락, 2000: 5에서 재인용). 

CBP의 핵심은 “특정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 가지 역량만을 강화하기보다, 국가 안보

를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 국방기획(systemic defense-planning)을 

위해 핵심요소인 역량 패키지(capability packages)를 강화하는 것“이다(Anastasios, 2014: 

14). 이후 CBP는 위협 요인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미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위협기반 

모형(threat-based model)에서 역량기반 모형(capability-based model)으로의 군사 패러다

임 전환4)을 설명하는 용어로 활용되었다(Asiedu, 2010).

CBP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한 연구로 Davis(2002)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CBP를 

“경제적 선택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challenges)와 상황

(circumstances)에서, 필요한 역량(capabilities)을 갖추기 위해 불확실성 하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Anastasios. 2014: 14에서 재인용). 

그림 1에는 군사 조직의 CBP 프로세스가 정리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미래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군이 추구할 역량 목표를 설정(capability goals)하고 현

재의 역량분석(capability assessment)을 통해 목표와 현재 보유한 역량 간 불일치

(capability mismatches)하는 부분을 찾아 자원과 예산을 투자하는 내용을 군사력 개선 

계획에 반영한다.

4) 특정 국가의 소요군사력을 분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위협이 명확할 경우, 

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와 형태로 군사력 구축하는 위협 중심(threat-based planning) 또는 

시나리오 중심 군사기획(scenario-based planning)이고 다른 하나는 위협이 불명확할 경우, 어떠한 

위협이 대두되더라도 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구비하는 형태로 군사력을 구축하는 

역량 중심의 군사기획(capability-based planning)이다(박희락, 200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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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군의 역량기반 계획수립 프로세스

 자료: Caudle(2005: 2)

3. 재난관리에서의 역량기반 계획수립

군의 CBP 모델을 재난관리 분야에 직접적으로 채택한 국가로 미국이 대표적이다. 

2001년 9.11 테러공격을 계기로 조지 부시(G. Bush) 행정부의 국방부는 과거 특정 위협 

중심(threat-based) 접근이 미래 안보 위협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몇 

개의 위협을 가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위협의 유형(예를 들면, 테러, 사이버 공격, 미사일 공격 등) 정도만 예측한 상황

에서5) 이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군이 구비해야 할 역량들을 열거하고 이 역량을 

구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박휘락, 2001: 57). 이러한 논리를 재난관리

에 적용시키면, 특정 재난이 언제, 어떤 양상으로 발생할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지만, 

재난의 대략적인 특징과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므로 재난대응에 필요한 핵심역

량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2003년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부시 행정부의 국토

5) 부시 행정부의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누가, 언제 위협을 가할지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어떤 

형태의 위협이 될지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미국이 구비해야 할 역량 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주장하였다(박휘락, 2001: 5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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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대통령 명령 8(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8, 이하 HSPD-8)에 근거

하여 전 재난 대비(all hazards preparedness)에 관한 국가 재난대비 목표(National 

Preparedness Goal) 문서(document)를 작성 및 공개하였다. 국가 재난대비 목표에는 모

든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재난대비 목표,6)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국가의 전반적 

재난대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때 CBP는 

국가 재난대비 목표 설정에서부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개

념적 틀로서, CBP를 충실히 이행한 주 정부에 대해 연방정부는 2005년부터 재정적 지원

(federal funding)7)을 제공하였다. 다시 말해, HSPD-8을 근거로, 주 정부들은 자신들의 

재난관리 전략과 국가 재난대비 목표를 일치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한편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 당시, 80% 이상의 문제가 재난관리 계획수립과 

관련된 것이었다(Wise, 2006: 303). 가령 재난 대피 계획, 군 부대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자원 공유에 관한 계획이 미흡하였다. 이러한 실패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버락 

오바마(B. Obama) 행정부에서는 CBP 모형에 기반해서 위험성 평가, 역량목표 설정, 역

량분석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지금의 THIRA- 

SPR 프로세스8)로 발전하였다. 

재난관리 관점에서 CBP란 미래 위험관리를 위한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산을 

투자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접근 방식으로서, CBP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에 

대한 고민(strategic studies), 지적인 노력(intelligence), 경험(experience)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협, 특정 사건, 미래의 재난 시나리오를 묘사한

다(Caudle, 2005: 1). 

CBP는 하나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가용할 수 있는 역량을 파악하고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요구되는 임무(mission)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을 조합

(mix)하는 것이다(Caudle, 2005). 목표와 괴리된 역량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역량진단

6) 여기서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재난 대비를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즉, 재난대비의 우선순위를 설정

하고 필요한 자원으로의 환산하기 위해서이다(GAO, 2011). 

7) 국토안보부가 CBP를 채택한 이유는 주 정부에 대한 재난관리 보조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이다. 1960년대 미 국방부가 도입한 계획예산제도(PPB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는 장기적 계획수립(planning)과 단기적 예산편성(budgeting)을 유기적으로 결함시킴으로 자

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예산제도로(행정학 사전), 국토안보부는 계획

예산제도에 착안하여 재난관리에서 CBP를 통해 보조금 배분의 합리성 개념을 꾀하였다(Johnson 

and Cain, 2010: 3).

8) THIRA-SPR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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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Moore et al.(2012)은 재난관리에서 CBP를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이들에 따르

면 CBP의 선행요건으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란 관리할 재난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다.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재난 위험이 

정해지면 역량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가용할 수 있는 자

원을 파악하는 역량분석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CBP의 핵심이다. CBP를 통해 

수립된 계획은 실제 재난상황이나 재난훈련을 통해 검증되고 개선사항은 환류된다.

<그림 2> 재난관리에서의 역량기반 계획수립

 자료: Moore et al.(2012: 4)

4. 재난관리 분야 역량기반 계획수립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재난관리 분야 CBP 접근방법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은 해외에서 극히 일부만 발견된

다. 이들은 주로 재난관리 분야에서 CBP를 도입한 사례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개선방안

을 제시하는 내용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Caudle(2005)은 국방부문의 CBP 접

근방법을 재난관리 부문에서 채택하기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는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

다. 즉 재난관리 분야 임무(mission)의 범위 및 공통역량 설정, 공･사 조직, 연방, 주, 지방

정부로까지 참여 범위 및 지휘명령체계 확장, 재난자원의 범위 설정, 정책대상자의 확장 

등이다. 

Johnson and Cain(2010)은 연방정부에서 제시한 재난관리 분야 CBP 모델을 미국 주정부

들이 어떻게 채택,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콜로라도 주정부 관리자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콜로라도 주정부는 국토안보 조직 신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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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국토안보 전략 수립 등을 통해 CBP 접근방법을 실제 활용하고 있었지만 의사소통, 예산

확보, 교육, 인근지역과의 협력, 민간부문 참여 등은 보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재난관리평가 제도9)의 실시현황을 소개하거나 점검지표 개

선을 제안하는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유병태･오금호, 2013; 최상옥･김서용, 2013; 최

상옥･이정호, 2016). 유병태･오금호(2013)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분석 단계를 

취약성 분석 단계, 재난관리 역량 단계, 역량평가 및 개선 단계, 지역사회 참여 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구)소방방재청과 일본 소방청의 재난관리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역량

강화 지표항목(대분류 9개, 중분류 59개)을 제시하였다. 특히 웹(web) 기반 역량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를 시도하였다. 

최상옥･김서용(2013)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UN ISDR의 재난관리 평가(점검)체

계를 비교분석한 후, 개인, 조직, 네트워크, 자치단체 수준 등 다차원적 역량 개념을 활용

해 광역과 기초 각급 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점검지표를 재정리함으로써 새로운 국가재난

대비역량 진단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상옥･이정호(2016: 8)는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재난관리 점검지표 항목에서 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을 발견하고, UN ISDR의 재난관리 점검지표 항목에서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 평가항목과 내용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THIRA-SPR 프로세스는 미국 주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난관리 점검체계로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평가제도와 대조된다. 우선 

THIRA-SPR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에서 통보한 점검항

목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점검항목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취약한 재난에 선택과 집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THIRA-SPR은 자기평가(self-evaluation)로서, 지역의 실정을 알고 있는 업무 담

당자가 역량진단을 하고 개선대책을 도출하는 반면, 우리나라 재난관리평가는 상위기관 

9) 재난관리평가 제도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2014년부터 개인, 부서, 기관, 네트워크 등 네 개 부문의 역량지표체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각 기관에 통보하는 재난관리평가 지침은 네 개 부문의 38개 

역량지표에 대해 점검항목별 배점과 비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지침을 토대로 개별 기관은 직전 

연도의 실적에 대해 재난관리 역량수준을 평가한다(행정안전부, 2017). 특히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는 1차적으로 광역 시･도에서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자체평가한 후,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에

서 상위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등급은 우수(30%)･보통(60%)･미흡(10%)이며 상위 

15% 해당기관 및 노력기관에 대해 포상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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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셋째, THIRA-SPR은 

역량진단과 동시에 개선대책이 도출되는 반면, 우리나라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실태 

점검 이후 외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대책이 별도로 도출되는 차이점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THIRA-SPR은 분야별 업무담당자들이 여러 차례 면대면 회의와 의견교환을 

통해 역량진단 결과를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반면, 우리나라 재난관리평가는 협업부서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재난관리 총괄부서에

서 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5. 분석의 틀

전 세계 국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고유의 재난관리체계를 구

축하고 있지만 CBP 접근방법을 실제 재난관리에 적극 도입･실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Moore et al.(2012)이 제시하고 있는 재난관리에

서 CBP 접근방법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미국의 THIRA-SPR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CBP 접근방법의 유용성과 우리나라 지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CBP의 구성요소는 위험성 평가, 역량목표 설정, 역량분석, 개선대책, 결과환류, 참여

자 합의이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재난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

하기 위한 재난관리 역량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계획, 조직･인력, 장비, 

교육훈련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역량분석을 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이행하

고 결과는 환류된다. 특히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를 거치게 된다. <그림 3>에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그림 3>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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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난관리 분야 CBP 적용 사례

이하에서는 재난관리 선진국인 미국이 CBP를 재난안전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지를 THIRA-SPR10)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유용성과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

다. THIRA-SPR 프로세스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 대비 역량관리 수단이다. 우선 지

역의 위험 특성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예방, 보호, 경감, 대응, 복구의 역량목

표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지역의 현 수준 역량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계획수립, 조직, 

자원, 교육훈련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류하는 특징을 가진다.

연방정부는 50개 주 정부에서 제출한 THIRA-SPR 프로세스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재

난대비보고서(National Preparedness Report)를 발간한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재난

대비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세부 역량별로 개선 또는 퇴보 정도를 파악한다. 이

와 더불어 연방정부는 THIRA-SPR 프로세스 결과를 근거로 주 및 지방정부들이 미흡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 보조금을 배분하고 있다. 

1. 핵심역량

미 국토안보부가 재난관리에서 CBP 도입을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한 일은 국가 재난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역량(core capability)을 분류하는 작업이었다. 재난 대비 목표 문서에

는 ‘전체 지역사회가 역량을 갖춘 안전한 국가’라는 재난관리 목표와 예방, 보호, 경감, 대응, 

복구 등 다섯 개 임무 영역(mission area)11)에 대한 32개 핵심역량(core capability)이 제시

되었다(DHS, 2015: 1-2). 재난관리 목표와 핵심역량은 연방정부, 주 및 지방정부 등 공공부

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을 아우르며 미국 사회의 재난관리의 근간이 된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계획수립(planning), 대국민 정보제공 및 경보체계(public information and 

warning), 지휘체계 확립(operational coordination)은 모든 임무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핵심역량이며 다섯 가지 임무 영역별로 개별 핵심역량이 포함된다. 

핵심역량의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5개 

재난유형에 대한 재난 시나리오(National Planning Scenario)12)를 개발한 후, 시나리오 

10) 위협 및 위험 식별, 위험성 평가(THIRA: Threat and Hazard Identification Risk Assessment)와 주 

정부 재난대비 보고서(SPR: State Preparedness Report)의 약자이다. 

11) 다섯 개 임무 영역은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경감(mitigation), 대응(response), 복구

(recovery)이며 예방과 보호 영역은 테러공격 등 인간의 적대적 행위에 기인한 재난 발생시 요구되

는 역량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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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예방, 보호, 경감, 대응, 복구 각각에 대한 업무 목록(task list)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유사한 성격의 업무들을 재분류하여 2011년 최종적으로 31개의 역량을 도출

하였고(DHS, 2011) 2015년 개정판에서 역량 하나가 추가되어 32개의 핵심역량이 되었

다(DHS, 2015)<그림 3>. 미국이 15개 재난유형에 한하여 시나리오를 개발한 이유는 전 

재난 접근(all hazard approach)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재난 접근은 모든 재난유형

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재난관리에서 공통적인 업무를 

정해 놓으면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핵심역량을 도출하는 전 과정에서 120개 기관의 1,500여명의 재난관리 담당자

들이 참여하고 이들 간 토론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DHS, 2007: ⅲ).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할 핵심역량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도출하였

고, 사회구성원들은 결정된 핵심역량을 수용하고 재난대비 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RAND, 2015: 6).

<그림 4> 미국의 재난관리 핵심역량

              자료: DHS(2015: 3)

12) 테러공격에 관한 내용이 11종, 기타 재난에 관한 내용이 4종이며 재난유형별 분량은 4~20페이지 

내외이다. 15개 재난유형은 다음과 같다(The White House, 2005). 1. 핵폭발, 2. 생화학 테러: 탄저

균, 3. 감염병, 4. 생화학 테러: 흑사병, 5. 화학물질 테러: 수포작용제, 6. 화학물질 테러: 유해화학산

업물질, 7. 화학물질 테러: 신경가스, 8. 화학물질 테러: 염소 탱크 폭발 9. 자연재난: 대규모 지진, 

10. 자연재난: 허리케인, 11. 방사능 테러, 12. 폭발물 테러: 폭탄, 13. 생화학 테러: 식품오염, 14. 

생화학 테러: 구제역, 15. 사이버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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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IRA-SPR 프로세스

THIRA-SPR 프로세스는 주 및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분야 역량관리 수단으로서 2015

년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주 정부는 매년 THIRA-SPR 프로세스를 통해 역량 개선에 필요

한 예산을 연방정부에 신청하며 연방정부는 이 프로세스를 충실히 이행한 지역에 대해 

국토안보 보조금(Homeland Security Grant)을 제공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 국토

안보부 소속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약 2년에 걸쳐 주 및 지방정부 재난관리 담당자들

을 대상으로 워크숍, 교육, 홍보를 개최함으로써 제도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쳤

다(FEMA 담당자와의 이메일, 2017. 4. 13). 

THIRA-SPR 프로세스는 용어 그대로 THIRA 파트와 SPR 파트로 구분된다. THIRA 파

트에서는 지역의 재난 위험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역량목표를 설정한

다. SPR 파트에서는 역량을 진단하며 역량목표와 지역이 현재 보유한 역량 간 차이(gap)

를 줄이기 위한 개선 대책들이 함께 포함된다. <그림 5>에 THIRA-SPR 프로세스가 제시

되어 있다. 

THIRA-SPR 과정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토

론, 합의이다. 특정인 한 명의 결정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한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지역의 재난위험 특성과 재난

관리 목표를 결정하고 역량을 진단하며 역량 개선대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지역 실무자들이 THIRA-SPR 프로세스를 보다 손쉽게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 전자화된 

시스템(Unified Reporting Tool)을 별도로 개발, 보급하고 있다. 

<그림 5> THIRA-SPR Process

  자료: DHS(2013: 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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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IRA

THIRA 파트는 다시 4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난유형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13) 과정이다. 위험성 평가의 주체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로, 계획

수립부터 재난현장 등의 상황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을 갖춘 사람이다. 가령 지역 재난관

리 담당자, 소방, 응급의료, 기상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 공

무원).14) 이들은 위험성 평가뿐만 아니라 THIRA-SPR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위험성 

평가 방법은 다양한 객관적인 위험 자료와 참여자들의 경험, 분야별 전문지식, 예측 등

을 활용해서 재난의 발생 가능성(likelihood)과 피해강도(impact)를 기준으로 재난의 우

선순위를 정한다. 미국의 경우 재난유형을 자연재난, 기술재난, 인위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재난유형이 정해지면, 재난 발생 상황을 기술

(description)하는 부분이다. 상황 묘사에는 재난발생 계절, 날짜, 시간과 풍속, 풍향, 습

도 등 기타 환경요소 등에 관한 요소 그리고 재난으로 지역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실무적으로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재난 시나리오를 만들어 활

용하거나 국가 시나리오 계획을 수정 활용하고 있다. 

셋째, 역량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32개 핵심역량 중에서 

재난 위험상황에서 필요한 역량을 선정하고 각각의 역량에 대해 역량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별 핵심역량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기간(시간)과 

노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바람직한 결과(desired outcome)도 함께 설명된다. 넷째, 역량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목록을 작성한다. 하지만 실제 재난관리 현실에서는 

역량목표와 필요 자원을 정량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GAO, 2011). 이는 재난관리 행정 

등 공공부문의 목표가 기업경영과 달리 추상적이고 질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 측정이 어

렵기 때문이다(유민봉, 2012).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 성과측정의 목적은 측정 

13) 위험성 평가를 최초로 실시한 국가는 네덜란드이며 그 이후 영국, 미국 등에서 위험성 평가 제도를 

국가제도로 채택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방법은 양적, 질적 평가로 구분되며 초기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양적 평가방법이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모든 재난위험을 아우르는 지표 개

발 어려움, 위험유형별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의 한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한 가중치 부여 기준 모호

(Lundberg and Willis, 2016: pp.5)로 인해 최근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위험인식, 합의와 숙의에 기반

한 질적 평가가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다(Willis et al., 2010).

14) 연구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주 정부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

의 공무원 1과 2017년 3월 14일 약 1시간 동안 면대면 면접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2와 전자서신 

교환을 하였다. 

15) 계량적인 측정이 곤란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타당화, 정당화(vindication) 차원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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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아니라 평가 정보를 피드백(feedback)하여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데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THIRA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위험성 평가

와 역량목표 도출의 근거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즉, 지역 위험성 평가에서부터 역량

목표 도출까지 참여한 유관기관의 수, 참고한 객관적 자료의 출처, 자료수집 과정에서 

애로사항, 기후변화 고려 유무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주 및 지방정부는 THIRA 프로세

스를 제대로 이행했음을 증명한다.

2) SPR

THIRA 파트에서 도출된 역량목표 대비 지역사회가 현재 어느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

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이다. Stengard(2017)는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역량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역량분석 결과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과 직결되기 때문인데, 실제 

역량에 비해 역량을 너무 높게 분석한다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실제 역량을 정확히 반영하한 분석이 결코 쉽지 않은 작

업이고 분석 결과가 실제 역량을 얼마나 잘 반영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현재 없는 

상황이다(Hanson, Severinsen, and Lindbom, 2017: 452).

따라서 Hanson et al.(2017: 451)은 역량분석의 주체들이 지역 또는 조직의 목표, 계

획, 업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위험목록, 위험인식을 포함한 위험정보의 질

에 대해 의견을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난관리는 여러 행위자

들이 공통의 목표(common goal)를 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다행위자 역량분석

(multi-actor capability assessment)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Hanson, Severinsen, and 

Lindbom, 2016: 451). 가령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

관과 부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역할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역량진단은 

이러한 행위자들 간 의존성(dependency)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SPR 프로세스는 참여자들의 워크숍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2시간

-3시간 동안 회의가 개최된다(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 공무원 1). 워크숍에 참여하기 전

에 개별 역량분석 주체는 실무 작업반(working group)에서 제공한 지역 또는 조직의 위

험관리 자료를 모두 숙지하여야 한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안건을 

역량분석에 반영한다(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 공무원 2). 

논리가 있다(유민봉,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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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에서 역량진단은 지역의 순수한 내부역량(internal)을 진단하고, 내부역량에 인접 

지역 등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의 상호부조(mutual aid)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역

량을 진단하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역량은 자가평가(self-assessment) 방식으로 이루어

지며 다양한 기관 담당자들이 개인별로 점수를 부여한 이후 전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최종점수를 결정하게 된다. 자가평가로 인해 점수를 후하게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역량 점수가 높다고 해서 마냥 좋지 않은 구조이다. 즉, 역량을 정직하게 진단해

야 미흡한 역량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역량 진단 부분은 지역의 내부 역량이 역량목표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평가하

는 것으로서 계획수립(Planning), 조직(Organization), 장비(Equipment), 교육(Training), 

훈련(Exercise) 등 크게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 5점 척도로 점수를 부여한다. 내부역량에 

상호부조를 함께 고려한 부분은 인근 주 및 지방정부에서 인력 및 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이 역시 내부역량과 마찬가지로 계획수립, 조직, 장

비, 교육, 훈련 요소 각각에 대해 5점 척도로 진단을 하고 있다. 특히 재난시 인접 지역에

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면 내부역량 보다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다음은 역량별로 우선순위(high, medium, low priority)를 정하고 역량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작업, 즉 역량차이 

설명(gap description)이 수행된다. 여기에는 전년 대비 올해 재난관리 역량이 얼마나 증

가하였는지에 관한 내용, 최근 실전훈련이나 실제 재난발생 시 역량을 검증(test)한 후 

도출된 문제점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미흡한 역량 개선을 위해 상위 정부기관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SPR 프로세스를 충실히 진행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주 및 지방정부는 다음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즉, SPR 작성시 참여한 지역의 유관기관의 명단, 종류, 기관 

수, 민간부문 참여 기관의 종류 및 수, 전년대비 가장 눈에 띄게 개선된 역량과 저하된 

역량 각각 세 가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세 가지, 핵심역량

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실제 적용하기 힘들었던 교육 및 훈련 과정 세 가지 , 

미흡한 역량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 소홀히 하게 되는 교육훈련 세 가지, 최근 인근 지역 

간 재난관리 협업 등에 관한 내용 등이다.

<그림 6>은 실제 역량진단 결과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열지도(heat map)로 표

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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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역량진단 결과

   자료: FEMA(2015:59)

3. 재난관리에서 역량기반 계획수립 접근의 유용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조직 간 협력(inter- 

organizational collaboration),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등 세 가지 관점에서 

CBP가 재난관리에서 가지는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CBP는 전략적 관점에서의 재난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CBP에 기반한 재난관리

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재난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성공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구비를 강조(RAND, 2016)한다.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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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생존을 논의할 때 주로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가 강조되었다(Rahm 

and Reddick, 2008). 전략적 관리는 조직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의 우선순위를 마련하는 절차(Steiss, 1985)로서,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 계획과 예

산의 연계 등으로 특징지어 진다(Choi, 2008: 5). CBP 역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분석을 통해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점이 전략적 관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CBP를 통해 재난관리에서 진정한 

‘관리(management)’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Urby Jr. and McEntire, 2014). 기존

에 지역 재난관리 담당자들은 재난관리 계획 수립 또는 재난 대응 업무 자체에만 집중한 

채 재난관리 목표와 실제 집행 간에 긴밀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한계(Canton, 2007: 

pp. XⅥ; McGuire and Schneck, 2010)를 가졌다. 하지만 CBP를 통해 보다 명확한 재난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

유로워질 수 있다(Choi, 2008: 6).

둘째, CBP는 조직 간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 협력에 기반한다. 재난관리에서 기관 

간, 사회구성원 간 협력과 참여는 필수요소이다. 지역의 재난관리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

진 개별 기관들은 인적, 물적 자원을 다르게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수준이나 실제 

재난 경험의 정도가 다르다. 이것은 어떤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이 그 지역에 속한 다양

한 기관들의 역량의 총 합으로 이해되는 근거가 된다. CBP 과정에서 유관기관들은 위험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위험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함께 결정하며, 인적, 물적 자원이 어

느 정도인지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지역의 역량분석이 보다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다. 

즉, CBP는 다양한 재난관리 조직, 행위자들이 협력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특징을 

가진다(Johnson and Cain, 2010). 이처럼 민주적인 거버넌스의 활용은 Denhardt and 

Denhardt(201: 42-43)의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공익 

관점에서 재난관리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BP는 지역의 재난관리 학습에 유용하다. 조직학습은 불확실성, 복잡성, 

예측불가능성의 특징을 가지는 환경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

이다(이영미･박순애, 2008). 재난관리에서 조직학습이란 “재난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검

증을 통해 이 경험들을 지식으로 전환하여 전체 조직이 공유하고, 이를 조직의 핵심 재난

관리 목표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양기근, 2004: 50). 조직학

습의 측면에서 CBP는 반복적인 교육훈련이나 실제 재난경험을 통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역량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RAND, 

2016). 미국의 주 및 지방정부들은 THIRA-SPR 프로세스에서 매년 미흡한 역량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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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며 예산을 투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조직들은 재난관리 목표와 현재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고민

하는 기회를 가지며 해를 거듭할수록 축적된 경험은 조직차원의 지식으로 전환된다. 

4. 지역단위 재난관리에 있어 CBP 접근의 시사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CBP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역 재난관리 현실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CBP가 우리나라 지역 재

난관리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국토안보부가 2015년 THIRA-SPR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1, 2년 전

부터 50개 주 및 지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지역에서 CBP를 제도화한다면, 재난관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CBP 도입의 이점, 취지, 목적, 절차,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한계 등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CBP 참여자들이 지역 또는 조직의 재난관리 목표, 계획, 업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

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난관리자들의 전문성은 필수적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는 순환보직의 문제도 있지만 재난관리 전

문성에 관한 국가적 기준이나 원칙이 부재한 상태에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지 못하는 원인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객관적인 기준 부재는 재난안전 예산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전체 사회구성원들이 공통

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교육훈련 과정과 교육이수 정도에 따른 전문인력 분류 기준을 

개발하여 전문인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 온 내용이지

만 현실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였다. 차제에 교육과정16)에서부

터 교육강사 양성까지 재난관리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17) 재난관리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들은 교육과 훈련에 기반한 재난관리 전문인력 기

16)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32개 핵심역량별로 지역사회가 수강할 수 있는 교육 과정명, 교육방법(온라

인/오프라인), 교육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자료(Core Capability Development Sheets)를 공

식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www.fema.gov/media-library).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과 기술을 갖춘 

재난(현장)관리 인력은 국가자격제도(NQS: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하에 표준화하여 관리

되고 있으며(www.fema.gov/national-qualification-system), 연방재난관리청은 국가자격제도 운영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꾸준히 개발·제공하고 있다.

17)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연방재난관리청 내에 

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담부서 3개(National Preparedness Directorate, 

National Training & Education, National Exercise Division)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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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역량 요소가 정의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 개념과 요소를 정립하고 

역량을 어떤 식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중앙 및 지역의 

실무자들과 민간 분야 전문가,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수적

이다. 역량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모든 재난관리 조직이 공통적으

로 갖추어야 하는 역량과 특정 재난관리 조직에만 한정되는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예방, 보호, 경감, 대응, 복구 시 수행해야 할 업무 목록을 세부적으로 작성

한 후, 공통성이 있는 업무들을 다시 분류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32개의 공통 핵

심역량을 도출하였다.

셋째, 재난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 이해관

계자(stakeholder)들의 참여와 합의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명령 및 지휘체계

가 다른 재난관리 조직들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역량을 진단할 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협력적 의사결정(collaborative decision making)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수범사례 축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회의 진행자

(facilitator)의 역할, 의사결정의 구체적인 절차, 의견불일치 해결 기제 등이 그 내용이 

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목표역량목록(Target Capability List)을 도출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 합의 접근방식(a “consensus of the community” approach)을 취했으며 연방, 

주, 지방, 부족 정부, 민간 부문, 비정부조직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워크숍을 

네 차례 개최하여 재난관리 역량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하였다(RAND, 

2012: 54). 결국 성공적 재난관리는 정부 조직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자유로운 토론 및 합의 문

화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일차적으로 일부 지방정부에 CBP를 시범

적용한 후 제도를 전국화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주민,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최상옥, 2009; Caudle, 2005: 20; Pelling, 2007). 

마지막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CBP를 위해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THIRA-SPR 프로세스가 위험성 평가에 기반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을 진단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지역의 위험특성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위험성 

평가는 재난의 발생 가능성(likelihood)과 피해강도(severity or impact)을 모두 고려해서 

위험한 것으로 판단된 재난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Lundberg and Willis, 2016). 이와 더불어 CBP에서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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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초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난관리 기관들은 합리적인 

최악의 상황의 시나리오(reasonable worst case scenario)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고

민도 필요하다(Tyszkiewicz et al., 2012). 가령 어떤 지역에서 재난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재난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을 진단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

온다면 지역의 수준에 비해 재난 시나리오의 상황이 너무 과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시나리오를 다시 작성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진단을 해야 한

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15개 재난유형에 대한 국가 재난 시나리오를 개발

하였고 이를 주 및 지방정부가 활용하고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미국의 재난관리 분야 CBP 활용 사례를 통해 CBP의 유용성을 고찰하고 우

리나라 지역단위,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CBP의 유용

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측면에서 

조직들은 중장기적 재난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분석을 통해 각종 재난관리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의 위험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CBP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는 점에서 조직 간 협력(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을 강화한다. 셋째, CBP는 반

복적인 교육훈련이나 실제 재난경험을 통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역량이 잘 준비되

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을 촉진시킨다. 

우리나라 재난관리 분야에서 CBP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강조하

였다. 첫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의 

개념을 정립하고 역량의 요소, 구분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의 자치

단체장, 부단체장, 재난관리 실무 담당자 교육을 통해 CBP 도입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키

는 과정이 필요하고, 지역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반의 재난관리 전문인력 

분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리 정책 및 집행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이 

모두 참여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 기

초 재난 시나리오 개발 등을 통해 CBP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우선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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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Johnson and Cain, 2010: 3). 선진국의 제도를 무비판적

으로 받아들이거나 기존의 틀을 급격히 바꾸면 저항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제도의 장점

을 잘 살리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라도 사회구성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된다. 지역단위의 

재난관리에서의 CBP 접근이 반복되는 재난관리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새

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학계와 실무자들의 관심과 실제 이행에 

달려있다.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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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Capability-Based Planning Approach to Emergency 
Management in Local Communities

Kate Youngju Kim & Suhng-Bin Lim

This study explores the benefits and implications of the capability-based planning (CBP) 

approach to loc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s by looking into the US’s THIRA-SPR 

process. CBP is defined as planning that aims, under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provide 

capabilities suitable for future challenges and circumstances. The study found first that CBP 

helps local communities invest their finite resources efficiently in emergency preparedness 

with goal identification and capability analysis for the long term. Second, CBP strengthens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s it requires a whole community to communicate risks 

and build consensus. Last, CBP develops organizational learning by improving capabilities 

with repetitive training and exercise.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fostering 

the CBP approach to emergency management in Korean local communities: identify and 

categorize capability elements in the Korean context, provide standardized training and 

exercise procedures and curricula for professionalization, foster discussion and engagement 

among stakeholders, conduct community risk assessment, and develop risk scenarios.

【Keywords: Local Emergency Management, Capability-based Planning (CBP), THIRA-SPR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