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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재난은 불확실성， 복잡성， 상호 작용성 등을 특정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의 행정 관리 대상과 구분된다 자연 환경의 변화와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마다 자국의 상황 

에 맞는 재난 관리 시스템을 제도적 기술적으로 구축해야 할 펼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최근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 풍신 기술은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79년에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1를 발족하고 재난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작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미국의 FEMA 

에 대응하는 방재 관련 업무의 총괄을 위한 소방방재청 2)이 2004년 6윌 l일 설립되고 이와 

함께 방재 관리 정보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국가 안전 관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함으로 

써 국가적인 방재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 특히‘ 국가 안전 관리 시스템을 비롯한 방재 관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 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서 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 

* ..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1) http://www.fema.gov 

2) http://www.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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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정보 시스템은 정보 기술 기딴 차원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방재 관리의 선진 

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인 방재 관련 업무의 효율화플 위한 방재 관리 정보 시스템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현행 방재 관리 정보 시스빔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국가 안전 관리 시스 

멈 (NDMS)을 개팔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방재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방재 정보 시 

스템인 NEMIS와 비교 분석해 보았고， 향후 방재 관리 정보 시스템이 고도화 단계에서 추진 

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얄아보았다 끝으로 NDMS가 전자 정부 구현의 한 축으로 가져야 

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 재난의 개념과 재난 관리 

1 . 재난의 정의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뜻밖의 불행한 일‘ 정도로 설명되어 있는 재난(disaster)을 어왼 분 

석하면 ‘dis.는 어원상 분리， 파괴， 불일치의 뜻이며， ‘aster’는 라틴어로 astrum(star. 별) 

이라는 의미이묘로 이 말은 별이 분리 또는 파괴되거나 행성이 배열이 맞지 않아 생기는 대 

규모의 갑작스러운 불행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류충. 2001) 즉， 어원을 볼 때 홍수， 지진 

과 같은 대규모의 천재인 자연 재해를 지칭하는 것을 얄 수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자연 

재해는 “재해”로 정의되어서，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과 구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재해”와 “재난”의 구분은 그 발생 원인이 ”자연’‘인지 “인간”인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 

가 담겨 있다 대체로 피해액 규모로 볼 때， 현재까지는 ‘재해”에 의한 것이 “재난”에 의한 것 

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크다 그러나 현대 사회‘ 특히 도시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 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용괴， 미국의 9.11 등의 예가 보여 주는 바 

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의한 “피해”가 재해를 넘어서기도 한다 이에 따라 “재해”와 “재난’‘의 

개념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를 포괄하여 정의하기도 한다(임송태 등， 

1996) 한편 이와 같은 견해는 법률적 의미로도 지지를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자연대책 

법 제 2조에 의하연 “재해라 함은 태풍 · 홍수 • 호우 폭풍 · 해일 · 폭설 · 가뭉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판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3월 새롭게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볍 제 3조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 

명 ·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재난”을 “재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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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 폭설·가뭉 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 사고 · 화생 방 사고 · 환경 오염 사고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사고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 · 통신 · 교통 · 금융 · 의료 · 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동으 

로 인한 피해 

일본의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볍 2조 l항에서. 재해 

를 “태풍， 호우‘ 해일， 지진과 같은 이상 자연 현상 또는 대규모 화재， 폭발 기타 피해의 정 

도가 큰 방사능 물질의 대량 방출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으로 생기는 피해”로 정의하여 

.재해”와 ’재난”을 포괄적으로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난의 정의는 시대 상황과 각 나라의 행정 시스뱀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며， 학자에 따 

라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이렇듯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개념이지만 앞서 살 

펴본 법률적 의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난과 재해가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관리적 관점에 논의의 중심이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인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난의 발생 왼인에 초점을 두어 “재해”와 “재난”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지 

않고， 발생에 따른 피해와 사회적 파급 효과에 주목하여 “재난”으로 “재해”와 ‘재난”을 포괄하 

고자한다 

2. 재난의 특성 

재난은 국가 행정 시스랩의 관리 대상이지만， 일반적인 행정 관리 대상과는 달리 상호 작 

용성 Onteraction) . 불확실성 (Uncertainty) 복잡성 (Complexity) 등의 아래 와 같은 점 들 

을 특징으로 한Q(Comfort. 1998) 

첫째 재난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발발할지 불확실하다 또한 발말하는 사고가 어느 정도 

로， 어떤 범위까지 피해를 남길 지도 불확실하다 재난은 그 ‘발발’과 ‘진행’에 있어서 불확실 

성을 가지고 있다(김태윤， 윤병호. 1988) 

둘째， 재난은 그것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에서부터 발생한 이후의 전개 과정과 그 수습 혹 

은 복구 과정의 전체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것이 특정이다 

셋째， 재난은 상호 작용성을 지닌다 재난은 그 왼인과 파급 효과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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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여 하나의 재난이 다른 재난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한편， Turner( 1978)는 인간의 비의도적 부주의로 인해서 재해가 점차로 배양(incubation) 

혹은 누적 (cumulation) 되어 간다고 하였다(누적성) 그러므로 재난은 대체로 누적성， 상호 

작용성， 불확실성， 복잡성의 네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재난 관리의 단계 

재난 관리는 재난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난 발생의 확률을 최소 

화하고， 발생 시에 이를 신속히 대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하는 일 

련의 과정을 말한다 재난 관리라는 용어는 재난의 통제에 대한 좀 더 넓은 접근 방법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돌발적 사건의 위험을 인지하고 통제하는 것으 

로 이해된다(Karwan et a l., 1984; 장인몽， 2002) 재난 관리의 과정은 재난의 진행 과 

정과 대응 활통에 따라서 재난 발생 이전과 발생 이후 즉， 사전 재난 관랴 (Pre←disaster 

management) 와 사후 재 난 관리 (Post• disaster management) 로 구분되 고 이 는 다시 시 

간의 흐릅에 따라서 재난의 완화(mitigation) , 재난의 준비 (preparedness) , 재난의 대응 

(response) , 재난 복구 (recovery) 의 4단계로 구분된다(Petak ， 1985) 

이와 같은 각 과정들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현실 상황에서 각각을 분리시켜서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우의미하기 때문에， 재난 관라 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각 과 

정 모두를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관리 시스뱀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데도 각 단계별로 특성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며，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스댐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의 설계를 위해서도 각 단계별 특성들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Waugh 

et a l., 1990 김태윤 등， 1988) 

첫째， 완화 단계 (Mitigation) 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향 

후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 

계는 재난 발생에 따른 반응적 행동이 아닌 재난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정책적 입장에 가까운 

단계이다 대체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가 직면하게 될 장래의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 

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 예방과 완화의 목표가 변화될 수 

가 있다(Godschalk & Brower , 1985; 장인봉， 2002) 이러한 맥락에서 Petak (l 985)은 

“재해의 분석”과 “재해 관리 능력의 평가”를 강조한다 언저 “재해 분석 "(hazard analysis) 이 

란 재해의 종류 및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있는 지역의 제반 사항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 재해 발생에 대한 사전 지식을 획득하게 되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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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범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재해 관리 능력 평가”는 대제로 위기 상황 관리에 요 

구되는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가틀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객판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예앙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관적인 대응 역량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하는데， 

준비 단계는 이러한 활동도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난 관리 조직의 구성， 비상 활동 

계획 수럽， 지시와 통제 라인의 구축，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재해 관리 능력 평가 

에 필요한 방법이 된다(PeLak ， 1985 ‘ 이명수， 2003) 

둘째‘ 준비 단계 (Preparedness)는 재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재난이 발생할 것을 가정하 

여， 그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를 예측하고， 대응 행통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즉， 재난에 

대비하여 필요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조직의 운영 능력을 개발시켜야 

하며 (McLoughlin ， 1985: 장인봉， 2002) ,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 경보 체제의 

구축과 효과적인 비상 대응 활동의 확컵이 포함되어야 한다(Clary ， 1985) 또한 재난 발생 시 

투입될 자원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자원 배분의 우선 순위가 이 단계에서 설정 

되어야 한다(Zimmerman ‘ 1985) 이에 더하여， 재난 발생에 관한 모의 훈련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셋째， 대응 단계(Response)는 비상 계획 및 비상 시스템의 가동 주민의 비상 행통 요령 

지시， 비상 의료 지원‘ 피해 주민 수용과 보호， 긴급 대피소 설치 및 운영， 인명 수색과 구호 

활동 등 인명을 구하고 재산 피해플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포팔한다 주 

로 재난 직전과 재난 중 및 그 직후에 취해지는 응급 활동 등이 이 대응 단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복구 단계 (Recovery)는 재난이 발생한 후 피해를 왼래 상황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단계이다 이것은 재난 발생 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대응 활동과는 탈리， 실질적 

인 회복의 효력에 의미를 두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단기적 응급 복구와 장기적 원 

상 복구로 나눌 수 있다 임시 통신망 구축， 임시 주택 건설 쓰레기 처리， 전염병 통제를 위 

한 방제 활동 등은 단기적 응급 복구에 해당하고‘ 도로와 건물의 재건축 등 도시 전체를 재 

건립하는 활동 등은 장기적인 왼상 복구에 해당된다 

m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의 특성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의 필요성 

재난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갈수폭 이러한 경향은 더하고 있다 반면 재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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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담당해야 하는 다양한 관련 조직둘은 업무 연계가 효율적이지 못하여 재난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재난 판리 정보 시스템은 이와 같은 재난 관리의 문제점 

을 보완하고‘ 재난 관리의 전 단계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재난 관랴 부서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콩유되지 못하고 있는 정보들이 각종 관련 기술들을 바탕으로 

구축된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들로 환왼될 수 있다연 재난을 미리 예 

측하고 피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박홍윤， 

1997) 

첫째，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은 재난 관리에서 재난에 대한 예측과 대응 시간을 단축시켜 

적절한 대비와 대응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정보 시스템은 위기의 기본적 특정인 시간적인 압 

박하에 있는 의사 결정자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여 준다 

둘째，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은 재난 관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증대시킴으로 

써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안의 수률 증대시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가 

능성을 높인다 

셋째，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의 기초를 구성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통하여 

전문 지식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높이는 것은 재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식을 넓혀 주는 역 

할을 한다 

넷째. 재난 관리가 보이는 집단적 성격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조직 내외의 단위 간의 조 

정을 요구한다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활 

발한 의사 전달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의 공유를 가속시키게 된다 

다섯째，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정보 통신 기술(I CT) 이다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재난 예방과 사후 관리는 

물론 잠재적인 재난 요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재난 정보에 의해서 

그 피해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2.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의 특성과 단계적 요구 사항 

김선경， 왼준연 (2003)은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의 다양한 특성에 관한 연구를 요약하고 

이툴 특성을 신속 정확성， 정보 획득 · 접근 용이성， 통합 조정성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릎 살 

펴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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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재난 관리 정오 시스템의 특성 

연구자 조건 내용 

신속성 입수한 재해 정보는 단기간에 처리할 필요가 있음 

정확성 
종래의 지도 · 문자에 의한 보고보다는 대량의 정보를 정확히 수 

집하는 수단이 요구됨 

상시 감시 
재해 발생의 계절시간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시 가능한 상 

시성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신뢰성 재해 시에 있어서는 전달 수단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효율성 
재해 발생 직후는 대량의 정보가 쇄도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 

로 처리하여 혼란 발생을 막기 위한 제어 기술 퉁이 필요함 

고준환 재현성 
정확한 응급 대책을 실시하고， 또 금후의 재해 대책에 기여하기 

(1998) 
위해 언제라도 재해 상황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함 

계측성 
재해의 피해 상황의 개략적인 파악 및 피해 장소의 상세한 파악 

은 신고하고 정확한 응급 복구 활동에 매우 유효함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기술은 기술자의 부족과 시 

병확편의성 스빙의 일부 파손 동의 요인에 의해 이용 불가능하게 되기 쉽고， 

복구도 곤란할 수 있으므로 간단 명료하고 평이한 것이 필요함 

시스뱀이 평상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기술의 범용성 

평상시와 관련성 
이 상실되거나 실제 이용하는 경우에 가동하지 않거나 비용편익 

효과가 척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평상시와 관련되어 운용될 필 

요가있음 

개발의 계속성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로부터의 지속적인 환류에 의하여 계속적인 

개선과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 

박홍윤 
통합가능성 일상적인 조직 운영 활동에 통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위기 관리 시스템은 공통된 것의 집중과 개별적인 것의 분산을 
(1 997) 집중분산 체제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함 

접근성의 극대화 권한이 있는 시4농자의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합 

효율성 시스댐 운영의 효융성을 높여야 함 

Interoperabilibty 
정보 네트워크 이용자간에 정보 교환이 자유로움 

(공동 。l용 가능성) 

Security(안전성) 중단없는 정보 네트워크 이용이 이루어져야 함 

Responsiveness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원할 때마다 끊임없이 접속되어야 하 

WDC (반웅성) 며，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2002) 정보 네트워크 이용자에게 일관되게 비용 효과적이연서 신뢰성 
Cost• effectiveness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Affordability 정보 네트워크는 프로토콜， 포뱃 변환‘ 태스킹 (tasking) , 네트 

(제공가능성) 워크 관리 등과 같은 공통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Reliability(신뢰성 ) 정보 네트워크 지원의 통합지동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보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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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난 관리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보 시스템의 특성은 서로 다르다 완화 단계， 

준비 단계， 대응 단계， 복구 단계 등의 재난 관리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재난 관리 정보 시 

스템의 특성들을 연계하여 살펴보는 것은 재난 관리 정보 시스빔을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완화 단계는 재난의 발생 이전에 재난의 발생 가능성과 피해의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Petak (1 985)은 재해의 분석과 

재해 관리 능력의 평가를 강조했다 재해 분석을 위하여는 재해의 유형별， 지역별로 과거의 

재난 관련 기록의 수집과 저장이 요구된다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은 이와 같은 재난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저장이 용이하도록 설계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축적 

된 정보를 자동화된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여 재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재해 관리 능력의 보유 여부를 재해 발생 이전에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재난 관련 정보의 축척을 통해 지역 간에 비교 가능한 정보 시스템을 구 

축해야 하며， 재난 관련 준비가 미비할 경우에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이를 주지시켜 줄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준비 단계는 재해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미리 대응책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즉， 재난 발생 

시의 대응 활동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 관리 정보 시스댐은 재난 

관리 가상 시율레이션을 통해 재난의 발생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재난의 발생 이전에 신속 

하게 대응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준비 단계에서 

정보 시스템의 역할은 완화 단계의 정보 시스댐의 역할과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대응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이 지왼해야 하는 것은 경보 전달의 신속 

성과 안정성이다 이를 위해 경보 전달 체계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재난은 본질적으로 불 

확실성과 복잡성을 그 특정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한 재난 발생 정보의 전달을 보장할 수 없 

다 따라서 최대한 경보 전달 경로를 다양화하여 전달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기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지령 운영 관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관련 기관 간 재난 정보의 신속한 공 

유를 이루기 위해 관련 기관 간 전용망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재난 관련 경보의 전달이 광 

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재난 관련 시스템의 표준화 및 연계가 강화되어 

야 한다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포뱃， 통신 프로토콜 둥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 

어져야 한다 또한 긴급한 재난 발생 시에는 일반적으로 상황에 대한 의사 결정 시간과 이를 

위한 정보의 양이 부족하므로，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난 관련 의사 결정 지원 시스탬이 

필요하다 재난 관련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은 재난의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재난 정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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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의사 결정에 필요한 의미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산출할 수 있는 지식 정보 시스템이 요구 

된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복구 단계의 진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난 관련 데이터가 복구와 관련 

된 기관에 적시에 공유될 필요가 있다 재난 복구에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소모된다 이 

와 같은 물적 자원의 보유 상태를 확인하고， 지원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 구호 활동， 물류 시스템 

등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김선경， 원준연 (2003) 의 구분을 활용하여 앞에서 살펴본 재난 관라 정보 시스템의 일반적 

특성과 연결시켜 볼 때 〈표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보의 특성을 크게 정확성과 신속성 

으로 나눈다면， 완화와 복구 단계에서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요구되벼， 준비와 대응 단계 

에서는 신속한 정보가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의 분석과 평가는 

이와 같은 실제적인 재난 관리의 각 단계별로 요구 사항을 얼마나 충족시켜 주고 있는가 하 

는 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표 2> 재난 관리 단계멸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의 주요 특성 
완화 준비 대응 복구 

신속정확성 반응성 0 

정확성 0 0 0 0 

재현성 0 

계측성 o 0 

정보획득 상시 강시 0 

접근용이생 1영확 편의성 0 0 0 0 

비용 효과작인 서비스 0 0 

통합조정성 공동 이용 가능성 0 0 

제공가능성 0 0 

N.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의 현황 및 특징 

1.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의 기능과 역할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은 미국 FEMA의 NEMIS에 대응하는 국내의 종합적 · 체계적 

인 재난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1996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2004년 현재. 1단계 

기반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고.2단계인 고도화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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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반 구축 사업 성과를 살펴보고， 재난 관리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2단계 고도화 단계를 앞두고 있는 시점 

에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 휠 것이다 

현재의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은 재난 관리의 각 단계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재난 관리의 단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 메뉴 체계 

구성도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 국가 안전 관리 시스템 메뉴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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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릎 살펴보면， 주요 피해 원인이 되고 있는 풍수해와 폭설이 중심이 되어 있고 인위 재 

난을 따모 분려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윤 알 수 있으며， 복구 단계에서 관리되어야 할 이재민 

관리 시스템이 독립적인 모율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재난의 왼인별로 각각 

완화(예방) . 준비(대비) . 대응 · 복구의 단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편 평상시에 꾸준히 관리되어야 할 SOP(표준 행동 요령)‘ 비상 연락망. 연계 정보， 자연 

재난， 통계 관리 등은 공통 모률에 포함시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단계별로 국가 

안전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살펴보연 아래와 같다 

현재 국가 안진 관리 정보 시스템은 완화 단계와 준비 단계를 합하여， 예방 및 대비 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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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재난 관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단계에는 시설， 불자， 지 

역 재난 시설 관리 등의 모율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 관리 시스템은 재난 방지 기능을 수행 

하고 있는 방재 시설물 판리와 피해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수용 시설 관리를 보여 주며， 

각 시설에 대한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사전 대비 기간 중 재난 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 내역 시설 관련 사진을 관리하고 있다 물자 관리 시스템은 피해 상황 발생 

시 긴급히 투입할 수 있는 응급 복구 장바 관리， 홍수해를 방지하는 수방 자재 관리， 전염병 

의 발생 · 침입 · 전염을 방지하는 방역 물자 관리. 구호/기증 물자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재 

난 시설 관리 시스댐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위험 등급별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각 재난 시설 

별로 재난 시설 관리 기관 및 책임자 관리， 재난 대비 체제. 안전 점검 및 조치 실태， 보수 

이력， 장단기 위험 해소 계획， 시설 관련 사진을 이미지로 관리한다 지역 관리 시스템은 지 

형적인 여건 둥으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재해 위험 관리， 재난으로 인해 산사태가 예상되 

는 산사태 위험 지구 관리， 대규모 공사장 관리， 고럽 위험 지역 관리， 경계 구역 관리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웹 GI8(Geographic Information 8ystem)는 시설/물자/지역 재 

원에 대한 상태 정보와 사진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GI8상에 재원을 위치시켜 주는 

시스빔이다 

대응 단계는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활동으로 인명과 재산 

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대응 단계의 주요 활동은 예보 및 경보 발령. 주 

민 대피， 재난 상황 전파， 대웅 체계 구축， 재난 현장 수습， 인명 수색 및 구조， 이재민 수용 

및 보호 등이 포함된다‘ 국가 안전 관리시스템이 지원하는 대응 단계 모률은 피해 상황 관 

리， 일일 상황 관리， 대응 지사 관리 등이다 피해 상황 관리 시스범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각 

시군구 담당자틀이 신속히 인명 및 재산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전산 보고하며 이를 통해 중 

앙 및 시도에서는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집계하여 적적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율이다 입력자는 PDA를 통해 모바일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지왼된다 일일 상황 관려는 

교통 사고， 화재 폭발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주요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 

산 보고함으로써 관련 기관과 해당 정보의 공유 · 연계를 지왼하는 시스탬이다 대응 지사 관 

리 시스템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과 시도/시군구 담당자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 

을 위하여 메신저 .8M8 및 PDA 등을 통해 쌍방간의 재난 상황 관련 대응 및 조치 사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탬이다 

복구 단계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로 교량 등 각종 공공 시설 및 복구 대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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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대한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지왼 등을 통해 재난이 발생되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 

키는 활동을 말한다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은 복구 계획과 복구 진도에 따른 정보 활 

용을 지원한다 복구 계획 관리 시스템은 이전 단계인 피해 상황 관리 시스템에서 입력된 공 

공 시설 등의 피해 현황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관 받아 피해 발생 시군구별， 시도별 복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정확한 복구비 산정을 위해 먼저 공공 시설 

및 사유 시셜로 구분한 후 소관 부처별로 시설 등급을 세분화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복 

구 진도 관리 시스템은 집행된 복구 비용의 집행 여부 및 재난 지역의 복구 사업의 진행 정 

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댐은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율을 제공 

한다 SOP , 비상 연락망， 연계 정보， 자연 재난 통계 관리 등으로서 항상 지원해야 할 필요 

가 있는 프로세스이다 

2.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의 특징 분석 

재난 관련 정보 시스템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 

련하여 정리하고， 이를 현 국가 안전 관리 시스댐에 적용하면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 국가 안전 관리 시스템의 단계벌 분석 요약 
정를셔스g 요구시빼t 국가~씬혼리시스톰 단계톨구를 

// 
재빼완련정보의수g 0 

신속정확성| 반응성 
재쩌윈련정보의저장 0 

완화 
정확성 쩌째의톨썩및예* 

재해판리능획의엉겁 0 
재현성 

쩌난*썽 대용Io'!! 접겁 
훈비 

계욕성 재낭l녕시톨헤이션 

싱*하고 안정한 g보전'ït l 0 
정보획득 상시 감사 

란제시스옐를영 
경근용이성 

명확헌의성 판얻기판간시스g 연계 

쩌낭E렌 시스형 요훈lf 0 대를 

비용효과쩍인 DB, 프토토톨 톨 효훈흐} 0 
서비스 

릉압조정성 | 공동이용가능성 
힌g 지휘 시스엄 연톨져월 

찌남의사결정지원시스엄 

제용가능성 판현기관정보용유 0 

지영Af월 한리 0 특구 

익구의사g정지월시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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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탱은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특정틀 중에서 정보의 신속성이 강조되는 자료의 수집과 저장 및 전달 

등은 만족하는 반면， 정보의 분석과 가공을 통한 예측 기능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련 기관 간의 연계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통합 조정성의 특성을 높여 줄 펼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계별로 살펴보연. 재난 발생 후의 대응 단계에서 요구되는 경보 전달의 신속 

성 등은 충족이 되는 반면， 완화 단계에서의 정보 분석을 통한 재난 예측이나， 준비 단계에 

서의 재난 관련 시율레이션 훈련 등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복구 단계에서는 복구 

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저장， 공유는 이루어지는 반연， 이와 같은 정보의 분석 및 가공을 

통한 복구 의사 결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3. 미국 NEMIS와의 비교 

1) NEMIS의 개요 

미 국의 안전 관리 정 보 시 스범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NEMIS)은 크게 재해 및 재난 상황 관리 · 통제 시스템과 위험 분야(방사능， 항공 운송 관 

리 지진. 기상 등)별 정보 시스템， 그리고 현장 비상 대응 조직 (911 구조대， 응급 의료 지 

원단 등)별 정보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재해 및 재난 상황 관리 • 통제 시스템은 FEMA의 국 

가 비상 관리 시스템， 비상 운영 소프트웨어 (Ernergency üperating Software) 등으로 구 

성된다 

NEMIS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신， 애플리케이션의 광범위 FEMA 시스템으로서 

FEMA에 새로운 기술적 베이스를 제공하고 또한 FEMA의 파트너툴인 유관 기관들이 위기 

관리라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NEMIS는 국가 위기를 관리하는 총체적인 정 

보 시스템의 집합 전체로서 재난 관리와 연관되어 있는 유관 기관들과의 시스템 연계를 제공 

하여. 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 NEMIS의 모율별 세부 기능을 살펴보연 〈표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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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NEMIS의 단계멸 모률 일람 

오율 세부기능 

。 Identify Incident(사건 확인) 

。 Initiate Response(초동 대응) 

。 Conduct Initial Response Operations(초동 대응 활동 지휘) 

。 Conduct Sustained Response Operations(대응 유지 활동 지휘) 

。 Transition to Long Term Recovery(장기간 복구 변환) 

。Coordinate PDA Teams(PDA: Preliminary Damage Assessment 팀 조정) 

。 Gather &Analyze PDA Information(PDA 정보의 수집，분석) 

。 Coordinate State Recommendation(권고사항 조정) 

EC 。 Develop Regional Summary Package 

(Emergency (재해 및 재난에 대한 각종 의사결정 지왼자료) 

Coordination) 。 Coordinate Regional Recommendation (Regional 건의 조정 ) 

。 Analyze PDA Package(PDA Package의 분석) 

。 Develop Disaster Package (재해 및 재난 Package 개발) 

o Monitor/Review Activities(Monitor/Review 휠동) 

。 Make Notifications(공지) 

。 Conduct Public Affairs (공공사건의 지휘) 

。 Conduct Community Relations(공공관련 지휘) 

。 Conduct Congressional Affairs(의회의 사건 지휘) 

。 Disseminate Donations(기증품의 배분) 

。 Manage Personnel (인왼관리) 

ES 。 Provide logistical Support(병참유지 제공) 

(Emergency 。 Provide Financial Support(재정유지 제공) 

Support) 。 Manage Acquisition(획득판리) 

。 Provide Administrative Support(행정지왼 제공) 

。 Prepare Subgrantees(대리양수인 준비) 

。 Process and Evaluate NOIs(NOIs의 과정과 평가) 

。 Develop IS Disaster Operating Strategy(인프라제공운영전략개발) 

。 Direct IS Operations(인프라제공 운영 지도) 

。 Mobilize/Manage Resources(자원동원 관리) 
IS 

。 Coordinate and Schedule Inspections(검열일정조정) 
(Infrastructure 

Support) 
。 Conduct Inspections(검열 수행) 

。 Approve DSRs (DSRs 승인) 

。 Manage Grantee Funding(인도자금 관리) 

。 Manage Subgrantee Funds(기여금 관리) 

。 Monitor Project(프로젝트 모니터) 

。 Prepare Closeout DSR(폐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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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NEMIS의 단계별 모률 일람(계속) 

。 Register !ndividuals(피해 둥록) 

。 Verify External !nformation(피해 정보 수집) 

HS 。 Coordination HS !nspections(피해 정보 조사) 

(Human 。 Determine Eligibility(지왼 형태 결정) 

Services) 。 Coordination Other HS Programs {지왼 예산 결정) 

。 Analyze HS Data{지원정보 분석) 

。 Answer Applicant Questions (지원관련 정보 제공) 

。 Collect Data & Validate Collected Data(자료수집 및 검증) 

。 Distribute Mitigation Program Data(완화 프로그램 데이터의 분배) 

。 Analyze Managed !nformation(관리정보의 분석) 

。 Select Team(s) (팀의 선택) 

。 Evaluate Mitigation Measures/!deas(완화의 한도/아이디어 평가) 

。 Create Mitigation Plan(완화 프로그램 계획의 생성) 

。 Send Request To Participate(참가 요청의 전달) 

MT 。 Notify/Review Potential Applicants(잠재적 지원자의 확인 및 알림) 

(Mitigation) 。 Provide Program And Fiscal Reports (프로그램 제공 및 재정 보고) 

。 Determine Applicant Eligibility(지원자 적입성 결정) 

。 Determine Project Tγpe Eligibility(프로젝트 타입의 적합성 결정) 

。 Request Allocation/Obligation(재정 지왼 및 잭입 요청) 

。 Monitor Program Compliance(프로그램 완성의 검사) 

。 Review Program/Project Status Reports(프로젝트의 종결) 

。 Request Final Financial A이ustment(재정지원의 적합성 검토) 

。 Prepare Close-Out Documentation(완화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 작성) 

2) NEMIS와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의 비교 분석 

이와 같은 NEMIS의 세부 기능틀을 우리나라의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과 비교하며 

모률별 차이 를 분석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국가 안선 관리시스템과 FEMA의 NEMIS를 비교하여 볼 때， 국가 안전 시스템의 상대적 

인 강전파 약점을 도출하고 차후 고도화 단계를 위한 방향을 찾을 수 있다 NEMIS가 지원 

하지만， 국가 안전 시스템이 지원하지 않는 모률은 각 단계별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모율과 

다른 연계 시스템과의 연동과 관련된 모률이다 

국내 국가 안전 시스템은 수집된 자료의 저장과 빠른 전송쓸 통한 시스템 사용자틀 간의 

자료 공유를 가능하게 하지만， 선진 방재 정보 시스템에 비하여 정보의 가공을 통한 의사 결 

정 지왼 정보의 제공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난 받생 시 유관 기관 간의 대응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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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관한 조정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오프라인상에서의 업무 통합과 조정 

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난 관리 유관 기관들이 오프라인상 

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 시스댐이 유관 기관 간의 조정 기 

능을 구현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국가 안전 관리 시스템과 NEMIS의 재난 관리 단계멸 비교 분석 

관리 단계 정보 시스뱀 요구 사항 
국가안전 관리 

NEMIS 
시스댐 

재해 판련 정보의 수집 0 0 

재해 판련 정보의 저장 0 0 
완화 

재해의 분석 및 예측 0 

재해 관리 능력의 점검 0 0 

대비 
재난 발생 대응 활동 점검 

재난 발생 시율레이션 0 

신속하고 안전한 경보 전달 0 0 

관제 시스템 운영 0 

관련 기관 간 시스탱 연계 0 

대웅 재난 관련 시스템 표준화 0 0 

DB , 프로토콜 둥 표준화 0 0 

현장 지휘 시스템 연동 지왼 0 

재난 의사 결 정지원 시스템 0 

관련 기관 정보 공유 0 0 

복구 지원 자원 관리 0 0 

복구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0 

또한 현재 국내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의 경우에는 유관 기관 모두에게 프로그램을 보급하 

는 방식인데 비하여 NEMIS는 유관 기관들의 정보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국내 시스탬이 정보의 수집， 저장， 전달에 강점이 있는 반 

면， 유관 기관들과의 정보 공유가 약하여 통합적인 재난 관리가 이루어자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을 셜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십재강(2002)은 미국의 재난 관리 정보 시스댐이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 

이 요약하였다 

첫째， 재난 관리에 있어서 미국 FEMA의 재난 대응 활동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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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성 (Comprehensi veness)과 통합성 (Integratedness)이다 이 종합성과 통합성은 합성에 

의한 각 차원의 협조 관계가 정책과 계획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보 시스템의 표준화이다. 미국의 방재 정보 시스템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NEMIS 

와 EIS (Emergency Information System)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비 

상 운영 센터 정보 관리 시스템 (EOC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OCIMS)과 

EIS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재난 관련 기관의 역할과 조정 · 통제를 위한 매뉴얼인 표준 비 

상 사태 관리 시스댐 (Standardiz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SEMS)을 제정 

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방재 정보 시스템이 표준화되어 있어 중앙 정부와 주 정부， 지방 정부 간의 

정보 공유가 자유롭고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시스빔이 현장 지휘 시스댐(lCS)과 연계되어 있 

어 현장과 비상 운영 센터 간의 정보 전달도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정보 전달 체계의 용이성이다‘ 미국의 방재 관련 정보 전달 체계는 단순 명료하다 

SEMS에 의해 현장과 비상 운영 센터， 지방 정부 비상 운영 센터 (EOC)와 주 정부 비상 운 

영 센터(주 EOC) 주 정부 EOC와 연방 정부(FEMA) 와의 연계를 손쉽게 하고 있기 때문 

에 정보의 전달이 손쉬울 뿐만 아니라 보고를 위하여 별도의 문서나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 

가 없이 동일한 형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이 용이하다고 보겠다 

한편， 이와 대비되는 국내 정보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명 

숭환， 전주상. 2004) 

첫째， 재난 관리 정보화 전문 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시스템의 분산 설치 · 운영으로 전 

문 인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은 재난 발생 시 긴급 보수， 현장 통신 지왼 

등 긴급 대응 체제 미흡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둘째， 시스템 간 연계 · 표준화가 미홈하다 이는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 긴급 구조 

시스템 등이 업무 영역별로 구축 • 운영되어 정보 공유 •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중복 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첨단 기술 활용의 저조를 플 수 있다 따라서 GIS 기반의 홍수 범람 시율레이션 등 

예측 시스빔 미비로 피해 규모 예측， 신속한 사전 대피 안내 등 초기 대응 미홉 상황이 발생 

하고， 재난 유형별 모의 훈련 시스템이 없어 특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재난 모의 훈련이 불가능하며 나아가 인공위성을 이용한 영상 정보 시스템 . GIS. GPS 등 

정보 기술 활용 미흡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와 전체 상황 파악 등에 첨단 기술을 활용 

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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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아직 산간 · 오지 등 재난 취약 지역에 경보 시스뱀 미비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 

보 전달 동 적절한 대처가 곤란하고 침수 등에 의한 유·우선 통신망 두절 시 경보 전달 및 

현장 상황 파악， 지휘 통제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 시스템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 관련 시스뱀의 분산 운영에 따른 종합 관리 체계가 미홉하다 

V 방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선진 방재 시스템의 활용 

현행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은 기업의 ERP (E nterprise Resource Planning) 와 같 

다 기업 ERP는 기엽 내의 각종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보 자원들에 대한 통제력의 기반 

을 세운다는데 의의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서 더 이상 ERP만으로는 기업 환 

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어졌다 ERP가 견고하게 구축된 기업은 이를 기초로 하여 

각종 응용 시스범을 접목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행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은 차후의 고도화 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재난 관련 정보의 통합적 기초를 

다진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실제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를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 

템의 기반 구축 단계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2008년까지가 정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단 

계로 설정되어 있다 바야흐로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이 기반 구축 단계를 넘어 고도화 

단계로 접어드는 중요한 순간이다 때문에 고도화 단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선진 방재 시 

스템을 살펴보고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초흘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 

이 아닐 수 없다 

고도화 단계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스템적 요소는 예측 시율레이션 시스템， 의사 결정 

지원 시스뱀， 공간 영상 정보 시스템， 모바일 시스템 퉁이다 실제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미국 

NEMIS와의 비교 분석에서 국내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이 바로 위와 같은 고도화 단계 시스 

템플이었다 

적용 가능한 최신 방재 관련 기술틀을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다음과 같은 재난 관리 최선 방재 시스템음 재난 관리의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표 7)과 

같다(정덕훈. 2004) 

예방 단계에서는 GIS 등을 이용한 과학적 재해 유형의 분석 및 관리 정책을 도출할 수 있 

다 HAZUS(지진 예측 및 피해 평가 프로그램)를 이용하면 피해 예측 및 재해 영향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위험 지역， 시설물 등의 파약 빚 성과 평가， 보험， 토지 이용 계획에 직용할 

수 있어 실칠적인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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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재난 관리 시스템의 최신 망재 기술 요약(정덕훈， 2004) 

재난 관련 적용 분야 적용 가능한 최신 방재 시스탱 

지리 정보 시스템 

효율적 상황 파악을 위한 기술 공간 영상 정보 시스탱 

위치 기반 

현장 대웅 능력 강화 기술 
현장 영상 정보 시스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MMS 

무선 통신 시스템 

정보 전달 체계 강화 기술 위성 통신 시스탱 

재난 통신 기술 

HAZUS-MH 

피해 예측 및 시율레이션 기술 위성 영상 획득 기술 

LIDAR 

준비 단계에서는 각종 시율레이션의 개발로 재난 발생의 실제에 가까운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다 실제에 입각한 재난 대응 계획， 매뉴얼의 산출， 장비 인력， 대피소， 병왼 등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자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표 7) 재난 정보 시스템 신기술에 대응하는 재난 관리 단계 

기술 분야 및 요소 기술 
예방 

재난 관리 단계 

준비 대응 복구 

지리 정보 시스템 (GIS) 0 0 0 0 

영상 정보 시스템 (SIIS) 0 0 0 

위치 기반 서비스(LBS) 0 0 0 

HAZUS• MH 0 0 0 0 

위성 영상(Remote Sensing) 0 0 

LIDAR 0 0 0 

Mobile Mapping 0 0 

현정 영상 정보(SNG) 시스템 0 

디지털 별티미디어 방송(OMB) 0 0 

통합 지휘 무선 통신망 0 

대응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상황 파악 및 대응 시 필요한 정책 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순간순간의 결정 오류를 

줄이고 풍부한 정보룹 제공하여 정책 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속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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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을 위한 지휘 통신망 및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복구 단계에서는 피해 보상의 과학화 및 신속화를 기할 수 있다‘ 인공 위성， 비행기. GIS 

등을 통해 미리 입력된 건축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신속 정확한 피해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헌정a응능력강훌기훌 

〈그림 2) 국가 안전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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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난관리시스템 

국내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위와 같은 최신 방재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재난 관리 단계별 기대 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 이를 〈그림 2)에 요약하였다‘ 

첫째， 예방 • 대비 관련 기숭을 사용함으로써， 종합 정보 시스템에 대한 자료 입력의 경로를 

자통화， 다양화할 수 있다 기존 국가 안전 관리 시스템의 경우， 대부분의 정보를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입력해야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의 정확성과 신속성에 문제가 생 

길 수 있다 그러나 GIS. SIIS(Spatial Imagery Information System). LBS(Location • 

Based Service) 등이 활용된 다양한 경 로의 자동화된 정 보 수집 과정 을 통해서 정 보 수집 

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HAZUS-MH 시스템은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재난 관리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단기 피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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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대응 복구 관련 신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복구 단계의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위 

성 영상， LIDAR(Light Detecting and Ranging) , Mobile Mapping , SNG(Satellite 

News Gathering) 등이 복구 현장에 대한 좀더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복구 기 

간을 단축하는데 도웅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황 파악을 위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예측 및 분석 능력의 과학화를 기하고， 

대피 경로. 자원 동원 산출 동 재난 관리 업무가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예측 및 시율레이션 기술을 이용하면， 피해 예측 및 실제 상황에 가까운 정밀 대피 

훈련이 가능할 수 있다 

다섯째， 정보 전달 체계 강화 기술을 활용하여， 좀더 견고한 정보 전달 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재난 통신망 및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를 통하여 정보 

제공 및 인력 투입， 재난 발생 지역에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난 방송 제공，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재난 통신 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VI , 결론 및 제언 

2004년 6월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함께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국가적 

인 재난 관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특히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의 경우에는 2003년까 

지 이르는 기반 구축 단계를 마무리하고 이제 2008년까지 고도화 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상 

황이다 정보 기술 기반 구조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국내 상황을 생각할 때， 국가 안전 관 

리 정보 시스템의 향후 방향에 거는 기대가 크다 

현재， 국가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은 정보의 저장 및 공유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NEMIS에 비하여 정보의 가공과 분석을 통한 재난 분석과 예측 등의 의사 결정 지원 시스 

템은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향후 고도화 단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국가 안전 관리 시스 

템은 정보 수집 과정에서 모바일， GIS 등을 이용한 다양한 경로를 거칠 수 있는 기술의 사 

용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저장된 재난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재난 관려에 이용할 수 있는 

분석 및 예측 관련 기능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NEMIS가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인데 

반하여 국내 안전 관리 시스템은 새롭게 구축되어 보급되는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점 

에서 통합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각종 재난 관련 정보 습득 시스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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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연계가 펼요하다 

선진 정보 기술을 활용한 재난 관리 정보 전달 경로의 다양화는 정보 전달의 안전성과 정 

확성， 신속성을 기할 수 있으며， 현재 재난 정보 습득 채널의 한계로 인해서 중앙 정부에 머 

무르고 있는 정보 습득 경로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 관리의 새로운 

이슈를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자 정부의 구현과 실현을 전제로 한 관련 정보 시스댐 구축의 관점에서 보면 

NDMS도 단순히 관련 정부 조직과 당당자를 위한 내부 시스템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정보 포털 및 엑스트라넷의 형태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정보 시스 

댐의 확장은 정부 기관 간의 관계를 뜻하는 G 2G (govern men t -to-govern men t) 와 행정 시 

스댐과 담당자 간의 관계를 뜻하는 G 2E (government-to-employee)를 기반으로 하는 인트 

라넷 단계를 뛰어넘어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G2C (government-to-citizen) 의 형태로 변모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추세는 네트워크 시대의 이동성과 개인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 위기 관리를 총괄하고 제어하는 정보 기술 기반 시스댐으로서의 NDMS는 경 

영 (Business Administration) 중심의 e-ll] 즈니스에서 행정 (Public Administration) 중 

심의 e 비즈니스를 대표하고 선도하는 실질적인 기반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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