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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헌장  

   

 

오늘날 우리는 태풍ㆍ지진ㆍ화재ㆍ교통사고ㆍ전염병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단체 그리

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 번영은 안전문화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우리와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

는 안전한 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은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Ⅰ.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Ⅰ.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Ⅰ. 국가기반체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Ⅰ. 생활주변 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지역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Ⅰ.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협력을 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Ⅰ.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안전산업을 육성한다.  





재난의 개념 

 사전적 의미 :  

  이상적인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피해 

 

 『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정의 :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  

   태풍·홍수·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재해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그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재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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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개념 

 
재해/재난은 모두가 대비하고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 저의 최근 40년간의 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저는 
어떠한 유형의 사고도 없었고, 조난사고나 사고가 날 뻔한 것을 본 
적도 없으며 재난에 준하는 순간에 놓인 적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
니다.” 

  - Edward J. Smith, 타이타닉호 선장 – 

 

※  당시 최대의 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5일 사고로 침몰하였으
며, 이로 인하여 1,500여명의 승객이 사망했다. 

“ 위험은 민주적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  

         - Ulrich Beck, 독일의 사회학자 – 
 

  ※ 어느 누구도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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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개념 

재난의 종류 

자연재난: 태풍 등 기상적 요인과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 

 
인적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와 환경오염사고 등의 개인의 실수나 
의도, 인간이 만든 시설에 의한 사고성 재난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사회적 재난 : 종교적, 정치적, 이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고위적인 범죄, 즉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
집단 내 갈등으로 발생하는 폭동, 폭력적 불법파업, 테러, 대규모 시위, 범죄 등으로 인한 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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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개념 

대표적 국내외 재난발생 

자연 재난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 

<동남아 쓰나미> 

<일본 대지진> <삼풍백화점> 

<교통사고> 

<9.11 테러> 

<연평도 포격> 

<구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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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동안 일어나는 일들 

재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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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개념 

• 불확실성,  상호작용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재난 자체의 복잡성 

• 재난 자체 

• 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 피해지역의 기반시설 

• 재난은 위험의 의미를 내포 

• 피해의 규모와 발생 확률 재난의 

특성 

불확실성 상호 작용성 

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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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환경의 변화 

국내의 재난환경 – 기상재난 피해분석 

우리나라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뚜렷하며, 2000년 이후의 대형재난 피해액은 

2000년 이전 연평균 피해액의 4배에 달함. 

특히, 인명과 재난피해의 비교에 있어서 인명피해는 감소추세를 보이나   도시화에 따른 복잡한 사회시스템, 

국가기반시설확충, 자산시설의 가치증대 등으로 재난의 피해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임. 

기상재난의 요인 중 그 피해액 분포를 살펴보면 태풍(46%), 호우(31%), 태풍/호우(15%)의 순 으로 태풍과 호

우가 대다수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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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자연재해 
재해사례-자연재해 재난사례-자연재난 

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 생태계 파괴 

 
· 물부족 

 
· 해수면 상승 

 
· 홍수, 태풍 

 
· 기근 

 

· 질병 

2007.4.6 
지구온난화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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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환경의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기    온 

(현황)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6대도시 강수량 19% 증가  

   - 강우일수는 14% 감소하고 강우강도가 18% 증가 

(전망) 2000대비 2050년 15%,  2100년 17% 증가 

   - 시·공간 변동성 증가, 가뭄·호우강도 동시심화, 

     8월·9월 강수 증가 전망 

강  수  량 

(현황) 지난 43년간(1964~2006) 한반도 해수면 약 8㎝상승 
    
- 제주지역은 동 기간에 무려 22㎝(매년 5.1㎜) 상승  

(전망) 2008년 대비 2050년 9.5㎝, 2100년 20.9㎝ 해수면 상승  

- 시·공간 변동성 증가, 가뭄·호우강도 동시심화,  

    8월·9월 강수 증가 전망 

해  수  면 

(현황) 지난 41년간(1968~2008) 우리나라 근해 표면수온이  

    평균 1.31℃ 상승  

(전망) 2008년 대비 2050년 1.3℃, 2100년 2.9℃  

    해수온도  상승 

해수온도 

(현황) 90년 이후 세계적으로 평균 기온 0.74℃ 상승 

    (육지 0.9 ℃, 해양 0.6 ℃), 21c말까지 6.4℃ 상승 전망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6대도시 평균기온 1.7℃ 상승 

   (전망) 2020년대 0.9℃, 2050년 2℃, 2100년 4.2℃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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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환경의 변화 

아열대로 변하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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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환경의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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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환경의 변화 

2050년 한반도 

해수면 침수(2100년) 

서울면적의 4배가 넘는 2,485~2,643㎢ 침수 예상
(군산, 목포,  남포,  신의주 등 침수위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스키장 물 썰매장으로 변환 

운영비 부담으로 패러글라이딩 체험장이나 

물썰매장으로의 시설 변환 (환경부) 

전국 아열대권 진입 

아열대 기후구 경계선이 서울–대전– 남원 -구
미- 안동-포항까지 북상 

(국립기상연구소) 

벼 생산량 감소 

이상기후로 5~10% 가량 

(환경부) 

태풍 · 가뭄 등 자연재해 증가 

고온현상 및 호우빈도 증가 

(국립기상연구소) 

열대성 외래식물 및 병충해 확산 

(농업과학기술원) 

동해에서 참치잡이 가능 

대구·명태 등 한류어종 감소, 참치·고등어 등 난
류어종 증가  

(국립수산과학원) 

소나무 고사 위기 

강원, 경기북부 산지에만 서식지 국한 

(국립산림과학원) 

사과재배지 북상 및 키위농사 확대 

백두대간 등 고산지 에서만 품질 좋은 사과농사 
가능 

(농촌진흥원) 

진해 벚꽃축제 불가능 

겨울이 따뜻해져 꽃이 피지 않거나 균일하지 않
게 개화 

(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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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사회시스템의 변화  

 재난 취약요인 증가 및 사고의 대형화 추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신종재난 발생 

도시화율 : ’60년대 39%, ’70년대 50%, ’90년대 82%, ’00년대 90% 

인구의 도시집중,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생활안전 수요증대 

도시의 고밀도, 초고층화, 지하공간 증가, 전기·가스 등 사회기반시설 밀집으로 재난 

발생시 복합재난으로 발전, 피해규모의 대형화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 불법 유출, 테러·납치 등 새로운 유형 재난 발생 

기술 발달에 따른 예기치 못한 위험요소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불안 심리 증가  

재난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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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환경의 변화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인적 재난 

안보 환경 

국내외에서의 공공/민간 분야 사이버 공격ㆍ테러 등  

    침해행위 증가 

공공/민간 분야 전산업무 시스템, 재난ㆍ오류 등으로  

    업무/서비스 마비 등 비상사태 발생 가능성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과의 불균형과 수급 불안 지속 

국가 기반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여행ㆍ진출 증가에 따른 해외 테러 위험의 

증대 

북한의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암살테러 시도 

국내체류 외국근로자의 반한감정으로 인한 외국 테러집단과의 

연계 가능성 

테    러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ㆍ조류독감 등 인수공통 전염병의 지

속 발병과 피해 발생 

유럽, 신종 슈퍼 박테리아 감염 사망자 발생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의 지속ㆍ신규 발병, 

불량 식ㆍ의약품 유통 및 이로 인한 사고로 불안감 확산 

 

보건 환경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심화: 경제난/권력교체등 계기로  

                                   급변사태 발생가능성  

남북 간 대치 국면 심화 

 한반도를 둘러싸고 역내 국가 간 갈등 노정:  

    역내에서 군사ㆍ비군사적 분쟁 발생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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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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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위험한 요소 

- 과거 : 전쟁 또는 전염병 

- 현재 : 재난사고 

- 미래 : 기후변화 + 사회구조 변화 + 물전쟁 

 우선순위의 변화 

- 요구의 변화 

-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요구사항 1950 1970 1990 2010 

음식 

금전 

삶의 질 

안전 

효율성 

재난대비 필요성 

재난의 미래전망(시대흐름에 따른 인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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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상태는 10년 전 보다 더 위험하고 향후 10년 후에도 여전히 위험  
(08, 통계조사)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와 함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 

 지속적인 예방노력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자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변화 없음 

전체 사망 중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1위  

재난대비 필요성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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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기 

경제적인 안정 요구 

개별적 재난관리 

경험에 의존한 재난관리 

사후복구 중심의 재난관리 

지역적 재해 대응 

소규모 재해(국내) 

관 주도형 재난관리 

인력을 이용한 재난관리 

21 세기 

안전한 사회에 대한 요구 

통합적 재난관리 

과학적 체계적 재난관리 

예방중심의 재난관리 

국가적 재해 대응 

대규모 재해(국제 협력) 

시민 참여형 재난관리 

과학기술을 이용한 재난관리 

재난대비 필요성 

재난의 미래전망(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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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년대 중반  ’90년대 후반 ’00년대 초반 참여정부 

국내 재난관리 변천과정 

재난관리 변천과정 

• 도시고밀도화 
• 고도산업사회화 
• 기후변화/기상이변 

• IMF외환위기 
• 작은 정부, 시장경제  
• 질서확립에 중점 

• 태풍 루사,매미피해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 재난관리 시스템 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증가 

• 안전한국천명 
• 범정부차원 국가재난관리 

시스템혁신 

안전혁신기 인식전환기 성장후유기 
인프라 
형성기 

• 재난관리법 제정 
• 풍수해대책법 개정 
• 전담부서 신설 등 
• 재난관리기능확대 

• 중앙재난관리 기능과 
기구 축소 

• 지방재난관리 전담부서 
폐지 

• 선진국진입을 위한 
안전필수요건임을 인식 

• 법/제도/운영시스템 
개선노력시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 

• 소방방재청 발족 
• 지방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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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조직 변천과정 

중앙정부 재난관리조직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 

자 연 재 난 관 리 

인 적 재 난 관 리 인 적 재 난 관 리 

통 합 재 난 관 리 

인 적 재 난 관 리 

통 합 재 난 관 리 

• 1961년 07월 경제기획원 국토건설청 신설 

자 연 재 난 관 리 

• 주로 화재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에서 출발 

• 1975년 08월 : 내무부 민방위 본부 산하에 
                          소방국 신설 

• 내무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재난관리국 신설 

• 2004년 06월 : 소방방재청 개청 

• 건설방재국 치수방재과에서 담당 

• 1971 ~ 1974년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서울, 부산 소방본부 설치 

• 건설방재국 재난관리과에서 담당 

• 그 이후 나머지 광역시, 각 도에 소방본부 설치 

• 소방본부로의 완전통합 및 부분통합 

국내 재난관리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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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6~28일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복합재난 유형 및 2차적 피해 유형 

복합재난 유형 및 2차적 피해 유형 





일본  대지진 / 쓰나미 제 목 

2011년 3월 11일  일 시 

-동북지방 연안에서 대형 해일을 동반한 지진(M9.0) 
-사망 15700명 이상 / 부상자 4938명 이상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손상, 일본의 수도권과  
  동북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다수 발전소가 피해를  
  입고 심각한 전력부족 문제가 발생함. 

내 용 

우면산 산사태 제 목 

2011년 7월 27일  일 시 

8시50분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인근 마을 120세대 중 60세대가 고립되었고  
15명의 사망자가 발생. 

내 용 

쓰나미 前 

재해사례-자연재해 재해사례-자연재해 재난사례-자연재난 

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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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자연재해 
재해사례-자연재해 재난사례-자연재난 

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계곡에서 물이  
불어나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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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홍수 제 목 

2011년 10월 말 일 시 

북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1일 평균 40억톤씩 내려갔으 
며, 지역 댐 수량의 부적절한 관리와 타이반 만조로  
강물이 제때 빠지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차오프라야강 
주변 저지대 등 침수 발생. 10월30일 기준, 27개주에  
걸쳐 381명의 사망자와 11만3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 

내 용 

재해사례-자연재해 
재해사례-자연재해 재난사례-자연재난 

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중국 간쑤성  제 목 

2010년 8월 13일 일 시 

• 최고 127명이 사만 2000여명이 실종 

• 폭우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침수 

• 산사태까지 발생하여 피해가 큼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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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자연재해 
재해사례-자연재해 재난사례-자연재난 

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2013.5.28 

장마철 재난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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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자연재해 재해사례-자연재해 재난사례-자연재난 

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해빙기 낙석사고  제 목 

2013년 4월 20일  일 시 

- 해빙기 낙석사고로 인해 운전자들이 위협 받음 
- 산비탈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 
-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해안도로  

내 용 

해빙기 안전점검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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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자연재해 
재해사례-자연재해 재난사례-자연재난 

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해빙기 붕괴예방 
 

 KTN 20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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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자연재해 
재난사례-자연재난 

태풍 매미 제 목 

2003년 9월 6일  일 시 

  최대 충속 55m/s  

  중심 최저기압 : 950hpa  

  인명피해 :130명 

  재산피해 :4조 2225억원 

내 용 

태풍 루사 제 목 

2002년 8월 30일 ~ 9월 1일  일 시 

 순간최대 풍속 : 39.7m/sec 
 중심 최저기압 : 970hpa 
 인명피해 : 사망 209명, 실종 37명,  
                  부상 75명, 이재민 : 63,085명 
 재산피해 : 1,479억원 

내 용 

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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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자연재해 
재난사례-자연재난 

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태풍 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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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공동구 화재 제 목 

2000년 2월 18일 일 시 

여의도 우체국 앞 지하 3m 깊이에 매설된 공동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공동구에 매설된 전기ㆍ통신  

케이블 등이 소실되어 일대의 금융기관의 입출금 

업무와 KBS 위성방송 송출이 중단된 사건  

내 용 

재해사례-인적 재해 
재난사례-인적재난 

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대구지하철 방화 제 목 

2003년 2월 18일 일 시 

대구지하철 1호선 객차에서 방화범이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246여명이 사망한 방화 사건으로 부실시공(배연 

시설, 화재감지기 오작동, 가연성 소재의 인테리어 材), 

미흡한 소방장구,안전불감증 등이 대참사를 부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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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제 목 

2008년 2월 10일 일 시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 전후에 숭례문  

건물이 방화로 인해 불이 붙어 다음날인 2008년  

2월 11일까지 석축을 제외한 숭례문의 누각, 2층 지붕,  

1층 등이 붕괴된 사건 

내 용 

재해사례-사회적 재해 
재난사례 -인적재난 

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재해사례-인적재해 
재난사례-인적재난 

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광주광역시 금남지하상가 붕괴 제 목 

2010년 05월 19일 일 시 

- 지하수위 변경에 의한  

    지반침하 

    주변 도로가 붕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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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인적재해 
재난사례-인적재난 

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  지하수위 변경 
→ 지반침하  
    상부하중 증가 
→ 주면 도로 붕괴 
    지하상가 일부  
    파손 
 
·  위험 징후가 있었    
   으나 늦은 대처로  
   인해 피해 발생 

2010.5.19 
광주광역시  
금남지하상가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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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인적재해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제 목 

1994년 12월 7일  일 시 

한국가스공사㈜외 2개 가스회사 직원이 밸브 점검작업 

중 가스누출로 주위의 착화원에 의한 폭발화재로 추정 

12명이 사망했으며, 주변의 주택,자동차의 손실로  

800여명의 이재민 발생 

내 용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제 목 

1986년 4월 26일 일 시 

우크라이나(구소련)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히로시마 원폭보다 약 400배의 방사능누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한 직.간접 사상자는 약 20만명에  
이르며, 주변 국가의 국토가 오염되었는데 특히,  
벨로루시는 국토의 30%가 방사능에 오염됨 

내 용 

재난사례-인적재난 

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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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 시스템장애 제 목 

2007년 11월 10일 일 시 

전국항만의 물류정보 전산망의 전자문서중계(EDI) 

시스템이 입주해 있는 IDC에서 UPS작업도중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여 전국의  

항만물류수송 시스템이 마비된 사고 

내 용 

DDOS 공격 제 목 

2009년 7월 7일 일 시 

농협 인터넷뱅킹 포함 금융기관과 네이버 등 주요포탈 
특히 청와대 홈페이지 포함 정부주요기관이 사이버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을 당해  
서비스장애를 일으킴 

내 용 

재해사례-사회적 재해 
재난사례-사회적재난 

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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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정전 제 목 

2006년 4월 1일 일 시 

전라남도 해남과 제주도를 연결하는 해저송전케이블  

시스템에 원인 모를 고장이 발생하여 제주도 전역에  

최대 2시간 30여분 동안 가정집, 금융기관, 공항, 교통 

신호 등의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혼란을 빚은 사고 

내 용 

웹사이트 접속장애 제 목 

2006년 8월 10일 일 시 

데이콤 KIDC 논현센터의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의  

장애로 20여 개 업체 웹접속이 약 2시간 접속장애를 

일으킨 사고 

내 용 

재해사례-사회적 재해 
재난사례-사회적재난 

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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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사회적 재해 
재난사례-사회적재난 

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  한국전력거래소 

   예비전력 0%  

  ‘블랙아웃’ 직전,  

   순차적으로  

   전력을 차단 

   지역별 순환정전 

   실시 

 

· 잘못된 전력수요량  

  예측 

2011.9.15 
915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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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센터 붕괴  제 목 

2001년 9월 11일 일 시 

알 카에다의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납치된 여객기가  

미국 뉴욕의 세계 무역 센터에 자살 충돌하여 110층의  

건물이 완전 붕괴되고 3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내 용 

오클라호마 폭탄테러 제 목 

1995년 4월 19일 일 시 

정치적 과격론자인 티모시 벡베이가 폭탄으로  

오클라호마시의 연방정부 빌딩을 폭파한 사건으로  

168명의 사망자와 5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이 폭발로 건물붕괴 및 주변 55Km까지 피해가 보고됨 

내 용 

재난사례-사회적재난 

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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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 제 목 

정보화시대의 산물로,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화되어 있는, 군사, 행정, 인적 자원 등 국가적인 주요정보를  

파괴하는 것으로 21세기의 테러는 점점 이러한 컴튜터망의  

파괴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는전쟁도 군사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통신, 금융망에 대한 사이버테러  

양상을 띨 것으로 판단. 

 

-기존사례- 

1. DDoS(분산서비스거부) 대란 

2009년 북한의 첫 사이버테러로 청와대, 국방부, 금융기관  

등 22개 국내 주요 인터넷 사이트가 최장 72시간 동안 마비 

되었고 피해액은 약 500억 원. 

 

2. 농협 전산망 해킹: 2011년 최대의 해킹 사고로 농협 금융  

전산망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농협 PC 273대가  

파괴돼 전산장애 발생으로 입출금, 인터넷*폰뱅킹 마비되고  

일부는 복구 불가. 

 

내 용 

재난사례-사회적재난 

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방송사, 금융기관 사이버테러 제 목 

2013년 3월 20일 일 시 

KBS, MBC, YTN 방송사의 수 백대의 컴퓨터가 일제히  

먹통이 되어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신한은행,  

제주은행, 농협, NH생명보험, NH손해보험 등 금융기관의  

전산망 마비되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금융거리 중단 피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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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재난발생 사례 

·  방송사, 금융기관 

   사이버테러로 인해 

   업무 및 기능 마비 

2013.3.20 
사이버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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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까요..? 아름다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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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코리아 냉장 화재 사고 



사고개요 

사고일시 : 2013. 5. 3.(금) 01:10경 

발화장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코리아냉장 (2층 중앙통로 212호실 앞) 

사고원인 : 불명 

피해현황 : 재산피해 총 1,366억원(부동산 403억, 동산 963억) 

 부 동 산 : 4개동 중 1개동(4층) 전소, 연면적 50,465㎡ 

 동 산 : 육류 20,048톤, 동원참치 5,000톤, 전자제품, 의약품(백신), 지게차 20대 등 

※ 화재진압수로 인한 수질오염, 내부저장물 부패, 연무, 악취 등 2차 환경오염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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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특징 

안성 (주)코리아냉동창고 화재사고는 가연성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1)로 이루어진  

건물 구조적인 특성과 저장물의 기름, 건물내부 진입불가 등으로 연소기간이 무려  

60일(13.5.3.~7.3.) 지속되면서 많은 시사점을 남겼음. 

사업주의 건물철거 지연 등 지역차원에서 재난수습이 교착상태에 빠짐으로써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수습지원 하게 되었으며,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긴급 이행명령’에 따라 안성시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함. 

사유시설물의 화재로 시작되었지만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공적인 영역의 복합재난으로 확산된 새로운 재난유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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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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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개선사항) 

① 점진적 재난확대에 따른 모니터링 기능 강화 

A : 재난상황이 급속도로 빠른 경우 

B : 재난상황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C : 재난상황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경우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난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이 중요함. 

② 점진적 재난확대에 따른 모니터링 기능 강화 

53 

안성㈜코리아 냉장 화재 사고 

 기업 재난관리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과 수습을 위하여 상황판단과 예측능력,   

다수 기관 통합조정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재난관리 역량을 갖추어야 함. 



구미 불산누출사고 



사고개요  

일시 : 2012. 09. 27(목) 15:43분경 

사고경위  : 불화수소가스 적재 탱크로리(20통)에서 공장 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약 8통 누출, 기체상태로 확산 

※ 사업체명 : ㈜휴브글로벌 구미공장(대표 : 허OO)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산동명 첨단기업 4로 46-16 

    업종 : 무기화학제품제조업 (생산품명 : 농도 약 50% 불산) 

    근로자수 : 7명 

    설립일시 : 2008. 07. 01 

장소 : 구미4공단내 (주)휴브글로벌(LCD 액정세척제 제조) 

인적 피해 : 불화수소가스 누출과 동시에 사망 5명 발생 

물리적 피해 

 사망 5명, 부산 18명, 건강검진 12,243건, 임시거주 340명 등 

 농작물 피해 : 212ha(벼, 메론, 대추 등의 잎, 열매 고사 현장) 

 가축 피해 : 3,943두(소, 개 등 기침, 콧물, 호흡기 이상) 

 기타 피해 : 차량(부식) 1,958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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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대응 

15:43 

불산누출 사고발생 

즉시 119에 신고, 출동 

16:08 

구미시 하수처리장에 

사고통보 

16:30 

구미시 상황실 

운영 

17:00 

환경부 사고 

접수 

16:58 

대구지방환경청에 

사고통보 

18:00 

구미시 종합상황실 가동 

구미시 중화제 14포대 

현장 보급 

18:45 

경계경보 발령 

17:17 

방독면 100개 인근 

공장 긴급 지급  

19:00 

사고지휘본부 

현장서 구미시로 이동 

구미시 피해 회사내 

배수구 차단 

19:30 

수자원공사 

유출차단시설밸브 차단 

국립환경과학원 

유해화학 감시 요청 

20:00 

경상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21:30 

사고 심각단계로 

상향 

16:07 

최초 구조된 1명 

순천향병원 도착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통보 

15:46 

양포파출소 

직원 6명 

인근 119안전센터 

소방대원 현장 도착 

15:51 

현장출동대에 

주의사항 전파 

및 구미시청에 

통보 

15:57 

최초 1명 구조 및 

순천향병원으로 

이송 

15:58 

구미소방서장 

현장도착 

및 지휘 

16:11 

구미소방서 

상황 접수 
16:15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16:45 

1시간여에 걸쳐 

5명 구조 및 

병원이송 완료 

17:10 

대구소방본부 

서부화학구조대에 

화학장비 응원요청 

17:19 

미8군 소방대에 

화학장비 응원요청 

19:10 

칠곡 미군소방대 

현장 도착 

소방대원 9명, 

장비지원 3종 

21:37 

구미소방서(3명), 

중앙구조단(3명), 

공장관계자(1명) 

현장 투입 

23:30 

사고 탱크로리 

밸브누수 밀봉 

완료 

16:20 

봉산리 

마을이장에 

의한 

긴급주민대피 

16:01 

구미시청으로 

주민대피 

협조 1차요청 

17:03 

구미시청에 

두번째로 

주민대피 

재요청 

16:00 경 

구미시청에 인근 

주민 대피요청 

16:10 

구미시 주민대피 위
한 마을앰프 방송 

실시 및 

직원들의 

직접적인 

현장독려 

17:30 

1km반경 거주주민,  

공장에게 

대피를 적극 유도  

19:21 

봉산리 주민50명 

환경자원화센터로 

대피 완료 

20:01 

인근 2개 

공장에 

긴급대피명령 

20:20 

주민대피령 

(반경 1.3km 

이내 주민) 

21:00 

인근 학교 

휴교령 

22:20 

산동면과 양포동 

주민 이동 통제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대응 소방대응활동 주민대피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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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수습 및 복구 

농·축산물 등 피해관련, 분야별 지원 실시(정부 합동) 

 중앙재난합동조사단은  10월  8일  불산누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에 집중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및  농축산물  시가  기준  보상  등  지원기준  확정  및  1차 (291억원 ),  

2차(262억원) 추가 지원계획 확정 

 행정안전부에서는 10월 9일 특별교부세 10억원 교부 및 지방세 감면·유예 결정 

임시거주 이주 주민 관리 

 봉산리·임천리  주민  1,179명  중  340명이  해평청소년수련원에  220명 , 환경자원화시설에  

120명 등이 임시거주 하였음 

 환경부는 민간전문가, NGO 등과 함께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 조사단’과 ‘주민건강영향 

조사단’을 통해 신속한 임시 거주자 조사 실시 및 문제 없는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복귀 위해 피해지역 

제독, 청소, 도배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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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건강관리(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10월 5일부터 ‘민·관 건강영향조사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지역 반경 1.5km이내 거주  

주민(약 1,100명) 및 산업체 근로자(약 400명)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 

 일부 주민 구토증상 호소하였으나, 대부분 정상 판정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2년간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속적 실시 예정 

 보건복지부는 외상후 스트레스 검사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대부분 불안·우울증 등 적응장애로 

판정되었으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경북도, 구미시와 함께 구체적인 관리대책 수립하고 철

저히 관리 예정 

지속적인 환경오염 측정 및 관리(환경부, 구미시) 

 환경부는 지속적인 환경오염 측정 및 관리를 위해 ‘민·관 합동 환경영향 조사단’을 구성·운영함 

 주민 요구지점을 중심으로 10월 1일~10월 15일까지 오염 측정을 하였으나, 대부분 불검출 또는 환경기

준  미 만 으 로  조 사 되 었 다 .  조 사 결 과 는  주 민 들 의  발 표  거 부 로  10 월  18 일  국 립 

환경과학원·대구지방환경청·경북도연구원의 공동명의로 발표함 

 우기시 하천수질관리 대책으로 피해지역 토양 등 불산잔재물의 하천유입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10월 

21일 우기시 하천수질관리 대책을 수립 및 소하천, 한천 및 낙동강 본류, 유수지 등 총 12개소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우천일 초기우수 전량을 저류 후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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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등 

 정부에서는 농작물, 수목 등 오염 잔재물 처리를 위해 피해지역 농작물 전량과 괴사되거나 잎마름 현

상이 나타난 수목, 그리고 검사결과 불소이온이 유의성 있게 검출된 가축은 전량 폐기 결정 

 피해지역 및 인접지역 불산오염물 처리를 위해 10월 23일 ‘불산 오염폐기물 처리지침’을 시달 및 

농식품부, 산림청, 식약청, 구미시 등 관계기관과 처리물량을 산정하여 10월 26일 지원예산을 반영 

 부식이 진행중인 탱크로리 저장용기는 10월 1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후 교체 

 환경부는 잔류 불화수소 저장용기를 점검하여 온도 낮은 겨울철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후, 12월 27일~28일 (주)휴브글로벌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했으며 구미4공단 내 방제처리수(2,300톤)

는 10월 13일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완료 

민심안정 및 주민귀가 환경조성 추진(경북도•구미시 • 현지정부대책반) 

 현지정부대책단 및 구미시는 10월 12일부터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종교인 등과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민심안정을 추진 

 구미시는 10월 26일부터 공단내 사업장 외벽 등 세척작업을 실시하고 민간 자원봉사자를 통한 공단 

내 도로청소 등 환경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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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국가 화학물질 통합 콘트롤 타워 조직구성 및 운영 

 국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조사위원회 조직구성/운영 

※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부처간 업무조정, 협조, 통제 등 기능 수행 

화학물질 전과정 관리(CMS, Chemical Management Service) 시스템 구축 

 IT기반 CMS(화학물질관리서비스)를 산업단지, 지역별로 특화•개발하여 구축 

※ 화학물질 사용처, 산업단지별 구매, 저장, 사용, 폐기까지 전과정 화학물질 IT시스템 개발 구축 

화학물질 관련 법령의 재정비 

 부처소관 현행 화학물질관련 법률 개선 T/F(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도 일제 

정비 필요 

※ 관리대상 목적 및 대상물질, 안전관리 규정 명확화 

※ 자 체 방 제 계 획 서 ( 환 경 부 ), 화 학 물 질 배 출 량 제 도 ( 환 경 부 ), PSM( 공 정 안 전 관 리 ) 제 도 ( 고 용 노 동 부 ),  

SMS(안전성향상계획서)제도(산업통상자원부), 위험물예방규정(소방방재청)등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화학소방대 및 특수 진압장치를 갖춘 전문 대응조직 지자체, 산업단지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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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누출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사고개요  

일시 : 2014. 02. 17(월) 21:11분경 

사고경위 : 마우나오션니조트의 강당 건물이 폭설로 무너져내려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중이던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매몰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마우나오션리조트(코오롱 그룹 소유) 

피해현황 : 사망 10명, 중상2명, 부상 128명 

붕괴원인 

 구조 설계 시 하중 계산 실수나 누락 등 구조설계 부실 

 구조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 설계 하중이 제대로 안 나오게 지음 

 건물 유지 및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건물 손상 

 설계하중을 초과한 적설 하중으로 인한 건물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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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사고대응 문제점  

구 급 활 동  응급의료소(보건소장)설치 자연으로 환자 중증도 분류 등의 대응 미흡 

 긴급구조통제단 구급역량 초과에 대한 지대본 지원대책 미비 

사회질서  유지  재난현장통제(Police line 잘못설치) 미흡으로 구조 및 응급복구 장비  현장도착 지연 

 사설구급차 및 언론차량 등으로 원할한 재난현장 진•출입로 미확보 

시설 •응급복구  민간응급복구 장비 현황 파악 등 비상 시 민간 중장비 동원체계 미비 

시사점  

구 급 활 동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사상자의 수에 따라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응급의료소장은 관할 보건소장이 되며, 도착 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장 등이 대행 

 지자체는 긴급구조통제단 구급대응 역량 초과 시 대비한 응급지원매뉴얼 마련 

 긴급구조통제단의 부상자 이송현황 공유 

※ 긴급구조통제단의 지대본 연락관 파견 및 재난현장통합지휘소 등을 통한 공유 

 119구급상황센터의 관내병원 응급환자 수용능력 및 환자이송 현환 파악 점검 

붕 괴 원 인  경찰과  Police line 설치에 대한 세부 가이드 라인 마련 협의 

 재난현장 진•출입로 확보(구조 및 복구장비 출입) 및 재난현장 통제(언론 및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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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고개요  

미국 플로리다주 동쪽 약 280km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생하여 미국남동부를  

강타하였으며, 80% 이상이 해수면보다 지대가 낮은 뉴올리언스에서 피해가 가장 컷음  

발생일 : 2005년 8월 23일 

소멸일 : 2005년 8월 30일 

최대풍속 : 175mph (280km/h) 

최저기압 : 902hPa 

최대크기 : 1350km 

인명피해 : 사망1,836명, 실종 7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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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대비 및 대응 

연방정부 

 911 테러 이후 모든 재난대비 기능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통합 

 각종 재난을 다루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역시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소속 

 국토안보부의 주기능이 테러대비에 맞추어짐으로써, 연방재난관리청 (FEMA)역시 지진, 홍수, 태풍 방지 및 

대비에 쓰이던 예산 ¾ 이 삭감되고 인력감축이 이루어지면서 테러에 따른 재난을 다루는 기관으로 성격이 

변화 

 당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양의 예산과 장비 동원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로 향할 때 연방재난관리청(FEMA)는 주정부와 시당국에 강력한 허리케인이 향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물자 및 인력을 점검했으나 이미 준비가 너무 부족한 상태였음 

 결국 중앙정부는 카트리나 상륙 직전에 주민대피령을 발동했으며 뉴올리언즈 시민의 80~85%가 중앙정부, 

주정부, 시당국의 대피령을 듣고 대피 

 연방재난관리청(FEMA)장은 이후 사망자의 대부분은 대피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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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허리케인 대비에 있어서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음 (주방위군의 출동이 허리케인이 

지나간 9월 2일에서야 이루어짐) 

 주정부는 습지를 재생하고 제방을 보강하는 Coast 2050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연방정부가 지원을 거부 

 부시 행정부는  루이지애나 주정부 차원의 예산집행에도 개입 

 2005년 홍수방지를 위한 루이지애나의 긴급 요청도 부시 행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2000년 루이지애나 주가 작성한 허리케인 접근 시 개인차량에 의한 대피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대책 

발표했음, 2004년 허리케인 아이반이 상륙 했을때  개인차량을이용한 대피방법은 대혼란이 발생했으며 

이에 주지사는 각 지방정부 및 지방경찰청 간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주경찰은 750만 

달러를 들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  2005년 카트리나 상륙 전 개선된 Contraflow Plan을 발효해 비교적 

성공적인  대피가 이루어짐 

 풋볼경기장인 슈퍼돔에 모여있는 이재민들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 주정부는 의료품 및 지원품이 시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으며 인근 백인 교외지역 경찰등은 뉴올리언즈 주민들이 자기 지역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공포탄을 쏘고 총을 겨누어서 이들을 돌려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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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당국은 카트리나 상륙전 대피를 핵심으로 하는 비상계획을 제출해서 FEMA와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음 

 시당국은 카트리나 상륙 직전 “시정부를 기다리지 말고, 주정부를 기다리지 말고, 적십자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떠나라”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다님 

 중앙정부가 카트리나 상륙 56시간 전에 대피령을 발동했음에도 시장은 상륙 27시간 전에 자율적인 대피를 

권고했고, 10시간 전에서야 강제 대피령을 발효했음 

 대피소에 수용된 사람의 95%가 흑인 빈곤층이고 나머지는 거동이 불편한 백인 노인으로 10시간 전 강제 

대피령을 통보받아 대부분 대피하지 못했음 

 시당국은 홍수통제소가 아전한 고지대에 확보되지 못해 하이야트 호텔에서 통제소를 운영해야 했고 유선 

및 무선 전화기가 모두 두절되어서 시 전체가 외부세계와 단절되었으며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붕괴됨 

 시당국은 긴급상황을 대비해 위성전화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모두 불통이었으며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예산 1천8백만 달러를 들여 2002년부터 훈련을 시행해왔음 

시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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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카트리나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지만 전문가와 당국자들에 의해 사전에 충분히 예견됨 

카트리나 사례에서 계획은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고, 

반복되는 계획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해왔음 

기존의 경직된 관료적 계획체제를 대체하는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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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Management 개요 

Risk Management 개념 

CHANCE 와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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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Disaster 
Crisis 

Management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Emergency  
Management   

 

      Risk  

Management 

Contingency 
Management 

Recovery 

Management 

Risk Management 개요 

Risk Management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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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Management 개요 

위험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위험 패러다임 

기술적  
위험 

자연적  
위험 

사회적  
위험 

현실 
공간 

현실 
공간 

사이버 
공간 정보

위험 

시스
템 

위험 

자연적  
위험 

사회적  
위험 

기술사회 
위험 

안전위험 

환경 위험 

사이버 위험 

기술적  
위험 

사이버 
공간 

현실 
공간 

기술적  
위험 

사이버위험 

환경 위험 

정보위험 시스템위험 

자연적 위험 사회적 위험 

기술사회  
위험 

안전 
위험 

73 



2) 위험분석단계 

위험도 결정 

취약성 분석 

위험예측 

중요도(연관성) 분석 

1) 사전계획단계 

3) 예방대책 수립단계 

4) Crisis Management 

5) 평가 

1. 사전계획단계 
(Risk Management의 전략적 보호 목표 설정) 

 4. Crisis Management 

3. 예방대책수립단계 

 
 
 
 
 
 
 
 
 
 

 5. 
새 
로 
운  
평 
가 
 
 
 
 
 
 
 

예 

위
험
소
통
,
전
과
정
 
기
록
  

 
 

위 
험 
소 
통 
 
 
 
 

전 
과 
정
  

기 
록
  

명 
시 
 
 
 
 

2. 위험분석단계 
 
 
 
 
 
 
 
 
 
 
 
 
 
 
 

중요도 / 위험요인 분석 

위험식별 
 
 
 
 

취약성 분석 

위험확정 

위험 비교, 평가 
 
 
 
 

보호대상에 대한 현재상황 비교, 평가  

전략적 상위단계에 대비한 대책수립 여부 

아니요 

Risk Management 개요 

Risk Manage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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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계획 중요도분석 
위험성 분석/ 위
험요인도출 

취약성평가 위험 확정 

시설의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중단이 피해결과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한  한 
프로세스의 중요도를 판단: 모든 프로세스 서술/규명 

시설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판단하고 시나리오를 개발 

주요업무의 취약성 평가 

      1단계    2 단계 

문제점, 목표설정, 결과이용과 연계성 고려 

취약성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위험 정도/순위 결정 

 

   3 단계    4 단계    5 단계 

Risk Management Process 

위험분석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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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계획    중요도 분석 위험성 분석,    
위험요인 도출 

    취약성 평가   위험확정 

강도, 시간적 지속여부, 공간적 
범위, 사전경고, 2차적 영향 

  위험리스트   시나리오 개발 
 

현 위치나 기능에 적합한 정
보가 포함된 위험리스트 적용 
 
시나리오는 위기상황을 초래
할 수 있는 실 상황 또는 사건
을 서술한 것임 
 
목적은  위험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 
 

 
 

 발생확률가능성 예측 
 
 기후변화에 따른 악천후의 증가와 
호우의 조합 
 
 테러와 범죄증가관련 시나리오 개
발 불확실: 세계적 기반시설에의 테
러음모 증가 
 
기술적 결함 또는 조작부주의로 인
한 정전 
 

 
 
 
 

 위험선별 

Risk Management Process 

위험분석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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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나리오에서의 프로세스 취약성 평가 

준비/계획    중요도 분석 위험성 분석  위
험요인 도출 

    취약성 평가   위험확정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취약성 분석단계  
- 시나리오와 부분프로세스의 위험에의 노출 정도 판단   
- 기능 가능성, 기술적·조직적 대체 가능성(일부/전체) 판단 
- 취약성 등급을 판단 

 운영 장애 시/프로세스 중단 시 기능적 취약부분 판단 
- 즉각적인 보호조치 또는 대안 수립 

 취약성 등급 평가의 기준 

기능 대체가능성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도 
외부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품질 / 견고성 
보호수준 / 적응성 
각 상황 별 환경에 의존성 

여분 
복구비용 
투명성 
호환 가능성 
준비 

Risk Management Process 

위험분석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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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시나리오 결정 

아니오 

예 

3. 단계  위험 노출 정도 

아니오 

4. 단계 
기능저하의 가능성 

예 

2. 단계 

부분프로세스/ 구성요소 

  예 아니오 6. 단계 

(운영조직적)  
대체가능성 (II)? 

(운영조직적)  
대체가능성 (II)?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완전히 

5. 단계 

(기술적 ) 
대체가능성 (I) ? 

네,부분적  

취약성등급 

Risk Management Process 

위험분석단계 – 취약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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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발생가능성(강도, 범위, 기간) 

Risk Management Process 

위험분석단계 – 위험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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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비교 평가단계 

 위험확정에서 분석된 결과 크기를 비교하는 단계 
  - 비교를 통하여 가장 큰 위험요인과 부분 프로세스를 인식할 수 있음  
 이 단계에서는 분석된 값이 절대적인 값이 아니기 때문에 정성적이거나 반 정량적인 방법으로 분
석하는 것이 일반적  
 이 위험 비교 및 평가단계를 통해서 대책 수립 방향을 정함 

Risk Management Process 

위험분석단계 – 위험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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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방지 

 

위험 대책 

       전이 

리스크 감소   Risk 감소 

피해 

인식되지 않은 위험 

초기위험 Risk Management 

남은 
Risk 

피해의  
최소화 

 

인식되지 않은 위험 

인식된 위험 

결과 

Risk Management Process 

예방대책수립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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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기회 

비용 이용 

 

- Risk Management란 무엇인가? 

- Risk Management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 나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               

Risk Management Process 

대책실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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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Management Process 

Crisis Management(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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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의 문제점 

재난관리를 위한 제언 

구조 및 재정적 측면 인식개선 측면 

•우면산 산사태 발생 (국민들이 공
무원들의 재난인식 수준 질타) 
 

•지자체장 및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됨 
 

•재난 관리 부서의 인력 부족 및 열
악한 근무환경  
 

•재난부서는 기피부서라는 인식, 잠
시 거쳐가는 잦은 인사의 대상 

교육적인 측면 

•경북 구제역 발생시 공직자 순직 
사고 발생  
 

•  재난부서 담당자의 재난 관련 전
문화가 부족함 
 

•다양해진 재난유형에 맞는 지역 
맞춤형 재난 전문가의 부재 
 

•주민에 대한 재난관리 교육 시스
템의 부족 

•재난관련 부서들간에 명확한 업무
구분이 되지 않아 혼선 발생 
 

•재난 복구보다 예방에 대한 중요성
이 주장되고 있으나, 예방 및 대비
에 필요한 예산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
음 
 

•  예방에 대해서는 유형화된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산편성이 현
실적으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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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한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재난유형 

경영환경 
위기 

자연 
재해 

지역적  
위협 

전산장애 
기술사고 

정보시스템 장애  

해킹, 보안정보 누출 

시설(설비) 사고 

경영리스크 

(회사통합, 파업, 
횡령, 사고책임 등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감염병 (조류독감 등) 

사업장 주변 위험시설 
(정유•화학공장, 방사

능 폐기 시설 등) 

테러위협, 방화,  

동종업체 위기, 

루머 등 

외부 
위협 

재난 
발생 재해 

영향 

업무중단 
주가하락 

고객 
Service 

중단 

회사 
신뢰도 
하락 공공기관 

요구사항 
대응불가 

자산손실 
종업원  
피해 

파산•부도 
생산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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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발생한 미국 뉴멕시코 앨버커크 시 필립스 반도체 공장 화재 사고 
노키아와 에릭슨 휴대폰 제조업체의 상반된 대처에 따른 기업의 운명 

“ 작은 충격으로부터 얻은 큰 교훈” 

공급망 
위험관리 
(SCRM) 

필립스 정상화 9개월이상 /  

손실 4천만달러(화재보험으로 충당) 

에릭슨 2000년 말  

손실 23억 4천만달러 

휴대폰단말기 사업철수 

모범사례(Best Practices) 

노키아 

위기감지 즉시대응을 통
한 공급처확보 

기업재해경감활동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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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테러 당시 WTC에 상주했던 기업 중 Morgan Stanley는  사고 직후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가동,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하였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
을 뿐만 아니라 Morgan Stanley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세계적인 주목 

 1924년 설립된 미국 대형 투자은행 

 WTC에 총 3,500여명의 직원 상주(50개 층 사용)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 재무부 채권 및 유가증권 보관 

 9/11 테러로 최대의 피해를 볼 회사로 언론에 집중조명 

[9.11 테러 익일 오전 9시 30분 최고경영자 긴급 기자회견 내용] 

 대다수의 직원이 생존.(3500여 임직원 중15명만 실종) 

 모건스탠리는 정상적으로 운영.(Hedge, 보험을 통한 상쇄로 1억 달러 미만의 손실발생) 

 전세계 모건스탠리 지점은 정상적으로 오전 9시에 영업을 개시. 

[모건 스탠리의 5대 위기관리계획] 

1. 비상대책(Contingency Plan) 

2. 업무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3. 위기커뮤니케이션(Crisis Communication) 

4. 재무위험 분산관리(Hedging & Insurance) 

5.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모건스탠리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음 

 기존 투자자들의 신뢰와 새로운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냄 

 24시간 이내 개최된 신속한 기자회견으로 여론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언론을 우호적으로 바꿈 

모건스탠리의 경우 협력업체
에 대한 BCM관련 
SLA(Service Level 
Agreement) 가 선행되어 있
어 24시간 이내 업무복구 가
능했던 사례임 

Key Point 

기업재해경감활동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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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국의 홍수 및 일본의 대지진 사례를 보면,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해 부품/원재료를 생산
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부품 및 원재료를 납품 받는 기업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음 

Supply Chain Risk 사례  #1 – 태국 홍수(2011) > HDD 생산 중단 

[국내 기업 피해] 
 삼성전자  2011년 3분기 PC생산에 영향 초래 
 국내 HDD 가격 폭등 및 재고 부족사태 발생 
 
[해외 Global 기업 피해] 
 Apple사  MAC 생산에  어려움 예상 
 웨스턴디지털은 다른 국가로 공장이전 계획고려 
 도시바는 신속히 필리핀으로 생산기지 이전 

Supply Chain Risk 사례  #2 – 동일본 대지진(2011) > 일본발(發) 부품 대란 

 태국은 생산량 2위의 HDD 제조국 임 

 웨스턴디지털, 히타치, 도시바등 HDD 생산 공장 피해    

 HDD 주요 부품인 모터/자기헤드 등 주요부품 
제조회사도 함께 피해    

 적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공장 정상 가동 불가 
및 복구비용 최소 10억 달러 이상 예측  

[해외 Global 기업 피해] 
 글로벌 시장의 경우 차량용 MCU 점유율 40%,  
가전기기 20%, 산업기기 25% 점유율로 해당 
제품을 납품 받는 인근 회사의 생산차질 발생 
 도요타자동차는‘11년 연말을 생산 정상화 
목표로 생각하고 있으나 르네사스사의 업무 복구 
여부에 따라 생산정상화 일정 조정 
 NTT도코모는 르네사스의 시스템LSI 조달 
부족으로 2주 정도 신제품 출시 지연됨 

 르네사스 테크놀로지 는 세계 1위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 공급 업체임 

 도요타, 닛산등 대부분 완성차 업체가 차량용 
마이크로컨트롤러로 르네사스사 제품 사용 

 차량용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전량 100%로 일본 
이바라키현 히타치나카시 나카공장에서만 생산 

 관련 부품을 사용하는 모든 2차 부품업체 및 완성차  
업계 가동 중단 

재난사례 

89 

기업재해경감활동 필요성 



미국의 기업재난관리 

해외 사례 : 미국 

PS-Prep 프로그램의 운영 

- 2010년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민간기업분야의 재

난대비 인증 프로그램인 Voluntary Private Sector Preparedness Accredit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PS_Prep)을 시행 

- DHS가 민간분야와 협력으로 만든 이 인증프로그램은 민간분야의 재난, 재난대비, 연속성계획 프

로그램을 포함한 민간분야 조직의 재난 사전대비를 인증하도록 독립적인 수단을 제공하며, 기업 

및 민간분야 단체들의 재난사전대비를 인증하는 데 초점 

- PS-Prep의 목적은 사기업분야 재난대비능력을 향상시키고 확장하는 것으로 제3의 인증기관에게

로부터 인증(증명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민간조직(기업, 시설, 비영리체, 병원, 운동장, 대

학, 등등)의 재난대비 능력을 향상   

 

민간조직은 
4개 표준 

택 1 인증신청 

<분야별 PS-Prep 가이드라인> 

기업재해경감활동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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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기업재난관리 
자율적 지원의무화 추진 

지원제도 의무화 추진 

  - 2004년 시민비상대처법 제정으로 지방정부에서 기업의 사업연속성 수립시 

     지원하도록 의무화 추진 

지역의 위험목록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방정부와 기업간의 담당공무원 지정 

관리지침 개발 보급 

BS-25999 사업연속성관리(BCM) 지침을 제정 보급 

현재 ISO22301를 수용하여 전환 중 

⑤훈련,  유지

보수,  감사
①조직의

이해

②BC 사업

전략결정
③BC 계획

개발과실행

④BC 
문화조성

BC관리

< BCM 관리체계 > 

해외 사례 : 영국 

기업재해경감활동 필요성 



일본의 기업재난관리 

방재기본계획 수록 및 BCP가이드라인 제정 보급 

정부에서 작성하는 방재기본계획에 “기업은 사업연속성 확보계획을 촉진” 하도록 규정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내각부 방재담당 및 중소기업청에서 BCP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현재 방재예산에 BCP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도 각종 지원정

책을 수립하여 기업들의 BCP/BCM 제도 도입을 유도 

해외 사례 : 일본 

기업재해경감활동 필요성 



 조직의 업무를 중단시키는 각종 재난(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복구를 수행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주주 및 

임직원의 생명과 자산, 조직의 명성과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 임 

기업재해경감활동(BCM) 체계는 

'06. 9. 11 : 의원 발의(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07. 4. 18 : 행자위 상정 및 수정의결 (법사위 6.14) 

'07. 6. 20 : 국회 본회의 의결 

 법률 제정•공포(제8530호 ’07.7.19), 시행(’08.1.20)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법률 제정목적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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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적용 모델 

구 분 주 요 내 용 

Plan 

(계획수립) 

기업의 정책 및 목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재해경감활동 

목표 및 프로세스의 절차 수립 

Do 

(운영 및 실행) 
재해경감활동 목표 및 프로세스 절차의 실행 

Check 

(감시 및 검토) 

재해경감활동 정책 및 목표의 성과를 평가하고 

검토하여 관리자에게 시정 및 개선 활동사항을 

결정하도록 권한 위임 

Act 

(유지관리 및 

개선) 

관리자 검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범위, 정

책 및 목표에 대한 재검토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PDCA 모델의 주요내용 

 

- 기업재난관리의 정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업의 재해      
  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 운영 및 실행, 교육과 훈   
  련, 감시 및 검토, 유지관리 및 지속적 개선 등의 표준화된 절차와 원칙을 규정함. 
 

기업재난관리 



기업재난관리표준 체계 



기업재난관리자 자격제도 

재해경감 기업지원법 

자격제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에 따라  

2013년 3월 7일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기업재난관리자”를 

육성하는 교육과정을 안내함 

 위 법률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기업재난관리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세 가지 분야의 자격증을 수여함 

① 기업재난관리자 재해경감활동 실무과정 

② 기업재난관리자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 대행과정 

③ 기업재난관리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과정 

사업연속성관리 국제표준 규격 (ISO22301 BCM)이 2012년 5월에 제정되고 우리나라 국가표준 

규격으로도 제정됨에 따라 향후 재난안전관리 업무에도 산업표준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과정 

재해경감 기업지원법 

재해경감활동 
프로젝트  
개요 이해 

업무영향분석 
(BIA) I 

위험평가 (RA) 
및 분석 

업무연속성 
전략 개발 

업무연속성 
절차 이해 

연습 및  
테스트 

모니터링 및 
평가 

개선 

재해경감활동 실무과정 (38시간) 

재해경감활동 
정책 수립 

업무영향분
석 

(BIA) II 

위험평가 (RA) 
 및 위험관리 

(RM) 

업무연속성 
전략개발 

업무연속성 
절차의 수립 

과 실행 

훈련 및 
테스트 

모니터링 및 
평가 

개선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과정 (70시간) 

인증제도 이해 인증심사 기준 심사프로세스 실습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평가과정 (35시간) 

기업재난관리자 

재해경감계획 수립 대행자 자격 

기업재난관리자 실무자 자격 

(시험합격 후 자격증  수여) 

기업재난관리자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평가자 자격 



기업재해경감활동 지원 법률 운영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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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평가 
현장평가 

(계획서 및 활동실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기업

신청 

인증대행기관 지정 업무위탁 인증심의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재해경감 
우수기업인증 

소방방재청 

평가 

접수 

인증서 발급 접수 신청 인증관리 

사후심사 
갱신심사 

인증대행기관 위탁업무 

자격
요건
검토 

수수료 
납부 

일정
통보 

평가
수행 

결과
보고 

심사원 
선정 

인증서 
발급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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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사고발생 주
요
활
동 

100% 

평상시 긴급시 복구시 회복시 

초기대응 회복단계 대응 및 복구 

회복시간 
단축 

활동레벨
향상 

예방 및 대비 

허용한계 

0% 

기업재해경감활동(BCM) 도입효과 

도입전 

도입후 

재해경감 기업지원법 



ISO22301:2012 국제표준(국제인증)  

ISO22301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직

원을 보호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며 운영 및 거래를 지속할 수 있게 함  

2012년 5월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사업연속성관리(BCM) 국제표준 ISO22301가 제정됨 

 - ISO22301 - 

예비심사(문서심사) 

본심사(현장심사) 

부적합사항 조치 

인증 취득 

국제인증 취득절차 도입효과 

•  지속적 비즈니스 향상 

  - 전체 조직이 일하는 방식과 잠재적으로 개선 

    할 점을 찾아내는 방식을 명확하게 이해   

•  평판(Reputation) 

- 조직의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신뢰를 구축함 

   으로써 조직의 명성과 브랜드를 보호하고 강화 

• 비교우위(Competitive Advantage) 

 - 조직의 복원력 향상으로 국내 또는 국외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 가능 

 - ISO 22301 인증은 타 기업과 차별로 위상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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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를 위한 제언 

성숙해진 
우리의  

방재 의식 



Korea disaster Safety Technolo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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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해 보이십니까? 진정, 안전해 보이십니까? 

Korea disaster Safety Technolo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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