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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aster management assessment has been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3 2. since 2005. On the other hand, consulting to improve and feedback the weak 

points of the disaster management assessment started in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system of virtuous cycle

from assessment plan revision to consulting after assessment, and to strengthen capabilit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each institute. The main contents consist of two parts; the first thing is to find out weak and improvement points for disaster

management assessment consulting, the second thing is to suggest improvement of consulting for strengthening capabilities of disaster

management. This study results are direction of improvement, consulting model and strategy operating plan for new disaster management

assessment consulting. By applying the new consulting method to 2 institutes, we confirmed possibility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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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2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반면에 재난관리평가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환류하기 위한 컨설팅은 2014년이 되어서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요청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평가 계획수립부터 평가 이후 컨설팅까지 연계되는 선순환적 체계를 구축을 통하여 기관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역량강화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재난관리평가 컨설팅의 사례분석을 통한

취약점 진단과 개선점 마련이고 둘째,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개선방안 제시이다. 재난관리 컨설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컨설팅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모델을 구성하고 적절한 프레임에 맞추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컨설팅 방안을 2개 기관에 적용하여 개선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재난관리평가 컨설팅, 컨설팅 모형, 컨설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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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평가결과가 재난관리 역량

강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재난관리평가는 계획수

립부터 평가 이후 컨설팅 까지 연계성을 가지고 선순환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전년도 실적을 중심으로 미흡사항

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만 실시되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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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개별 기관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

인 방식의 평가로 실질적인 지역과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의 운영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

관리평가 이후 평가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모델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재난관리평가의 체계적 관리와 연차

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DB 시스템의 구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컨설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2008)은 중소

기업 컨설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중소기업 

컨설팅을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이자 기업의 건전

한 유지⋅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외부에서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컨설팅 이후 자금지원, 판로개척 및 마케

팅지원, 기술개발지원, 세제지원, 그리고 국제화 지원 등이 

컨설팅 성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Park et al.(2011)는 

경영컨설팅에 의한 경영관리성과는 컨설팅 결과를 활용함

으로써 경영성과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며 업무효율성과

는 컨설팅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영성과를 향상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Gang and Ryu(2012)는 

조합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컨설팅 수혜자인 

조합은 컨설팅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결과를 수용하

여, 경영상 문제해결의 실마리로 삼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면서,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인 중앙회는 컨설팅 

핵심역량을 포함한 컨설팅 수행개발을 위하여 컨설팅 업무

방법 개발과 컨설팅 프로세스 개선 및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위하여 컨설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컨설팅 전문직군

제 실시, 전문 컨설턴트 양성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Kim et al.(2014)는 컨설팅 대상기관의 대응정도가 컨설턴

트 및 컨설팅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 유도와 컨설팅 추진의 이해, 컨설턴트와의 

의사소통, 의뢰기업의 협조와 참여, 컨설턴트의 스킬, 기술

적 지식, 문제의 정의, 성실과 정직, 의뢰기업의 수용과 이해

력, 합리적인 기대효과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컨설턴트 만족도는 컨설팅 만족도에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컨설턴트의 수행자세, 전문성, 사후 

지속적 도움 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Song and Kim(2015)은 능동적인 대인 간 행동성향을 가진 

기업관리자의 경우 컨설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과정품질

과 결과품질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하고 컨설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관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명확

하고 객관적이며, 수치화된 컨설팅에 대한 결과론적 지표들

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Chun and Heo(2015)는 컨설턴트의 직무만족과 사회적 

지지가 컨설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컨설턴

트의 직무만족과 성과는 정의 관계가 있고, 컨설턴트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컨설팅 성과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Lee(2016)는 기업의 컨설팅 수요자 요인

(컨설팅과제 이해도, 참여정도, 경영자 지원정도)과 공급자 

요인(컨설팅 기관의 인지도, 전문성, 컨설턴트의 과제수행능

력)은 기업의 문화요인(의사소통, 규정준수, 비전 일치, 기업 

발전 기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문화는 기업의 재무적인 경영성과(성장성, 수익성, 

유동성, 부채비율)와 비재무적 경영성과(구성원 만족도, 가

격경쟁력, 의사결정 속도, 업무수행 능력)를 향상시켰다고 

했다.

이상의 컨설팅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컨설

팅 성과는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컨설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관의 대응노력, 

기관장의 관심과지지, 컨설팅 활용 능력 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컨설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컨설팅을 주체하는 기관에서 전문전인 컨설턴트 구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컨설턴트의 만족도를 높이면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지게 되고, 컨설팅 만족도가 결국 성과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Kratochwill and Pittman(2002)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유형

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중심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컨설팅으로 컨설티(Consultee)가 유

사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학습하는 것보다는 클라이언

트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거나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진단하

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컨설티에게 제공하

여 컨설티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컨설티가 중심이 되는 컨설팅 기법으로 클라이언트

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컨설팅의 궁극적인 목적일지라도 

컨설팅 자체가 간접적인 서비스이므로 컨설티에게 문제해

결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기법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여기서, 

컨설턴트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티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법을 훈련시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시간관리 기술이 부족할 

경우에 학습전문가가 그 학생에게 직접 시간관리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미리 시간관

리 기술을 가르쳐 이들이 평상시에 다수의 학생들에게 시관

관리 기술을 가르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교사 

재교육이나 학부모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시스템 중심의 컨설팅으로 컨설티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나 특정한 조직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컨설팅으로 기업이나 교육행정 영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컨설팅 유형이다(Table 1).

컨설턴트가 컨설팅에 적용하는 과정과 접근법이 컨설팅 

모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컨설턴트는 컨설팅 시 근거로 

삼을 적절한 컨설팅 모형 선택해야한다. 컨설팅 모형은 문제

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가리키며, 컨설턴트는 자신이 

선택한 모형에 따라 의뢰된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고, 개입 방안을 결정하며, 개입

을 실행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역할을 한다

(Kampwirt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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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lient Centered Consulting Consultee Centered Consulting System Centered Consulting

Prescription Consulting
- Prescript and Diagnosis Client 

Issues

- Teaching Method for solving 

a special Issue to Consultee

- Prescript and Diagnosis 

Organization’s Issue

- Conflict Management

Prevention Consulting
- Prevent and Diagnosis Client 

Potential Issues

- Training Method for 

Strengthening Client’s Ability

- Strengthening Member of 

Organization’s Ability

※ Source: Kim (2009) “Importance of learning consultation and the roles of learning consultant”, pp. 19-33.

Table 1. Objectives According to Consulting Levels and Types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컨설팅 모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West & Idol, 1982) 다양한 맥락에서 

의뢰기관의 문제를 치유하는데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거나 

다양한 모형을 혼합해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Yoon, 2009).

결국 컨설팅을 의뢰한 기관이나 사회의 다양한 변화요인

들을 고려하여 상황과 문제에 합당한 방식으로 컨설팅 모형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실시하는 재난관리평가 컨설팅의 문제점을 분석하

여 개선을 위한 프레임과 모델을 제안하였고, 시범운영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보았다.

2. 재난관리평가와 컨설팅

2.1 재난관리평가의 개요

재난관리평가 지침(국민안전처, 2017)에 따르면 재난관

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2에 근거하여 

각 기관에 대한 재난관리의 목표를 제시하고, 현 상태의 

진단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평가대상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과 

243개 지자체를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재난관리평가는 평가대상기관의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

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1~3월

에 주로 실시된다. 평가지표는 2014년부터 역량지표체계로 

전환되어 개인, 부서, 네트워크, 기관의 총 4개의 역량과 

가⋅감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에 실시한 재난관리평가는 기관의 자체평가 실시 

후 중앙평가위원단이 서면검토와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상위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평가의 결과는 우수⋅

보통⋅미흡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각 30%, 60%, 10%

의 등급비율을 부여하고 있었다.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 15%

에 해당하는 기관과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비해 결과가 일정

수준이상 상향된 노력기관을 중심으로 포상 및 재정지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미흡등급을 판정받은 기관의 

경우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여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2.2 2016년 재난관리평가의 컨설팅 운영현황

재난관리평가 컨설팅 실시계획(국민안전처, 2016)에 의

하면 컨설팅의 목적은 재난관리 실태점검 미흡지자체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을 강화해 재난

관리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재난관리 장애 및 저항요소를 현장에

서 직접 해소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재난관리평가 컨설팅의 운영방향은 단체컨설팅 방식의 

중앙⋅공공기관 컨설팅과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및 단체컨

설팅을 혼용한 지자체 컨설팅으로 구분지었으며, 38개 컨설

팅 희망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취약지표를 중심으로 맞춤

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우

수⋅미흡 사례를 중심으로 단체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통상적으로 재난관리 컨설팅단은 건축 및 토목공학 전공

의 민간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의 3인 체제의 3개의 반으로 

구성하여 13일 간 46개 기관(반당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Table 2).

컨설팅의 운영방법은 현장방문형과 단체교육형 컨설팅

을 혼용하였다. 현장방문형은 컨설팅 위원이 컨설팅을 신청

한 미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형태이고 단체교육형 컨설팅은 미흡기관에 대해 일정한 

장소에서 컨설팅 위원이 문제를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이다. 컨설팅 운영과정은 표준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개별 기관의 문제진단, 문제분석, 문제해결 

방안 제시, 컨설팅 내용이행, 이행과정 모니터링, 평가환류 

등의 순서로 운영된다.

Local Government Consulting Central & Public Institute Consulting

Fitted Consulting Group Consulting Group Consulting

Request Institute (38) All Institute Insufficient Institute (8)

Table 2. 2016 Target and Method of Disaster Management Assessment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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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컨설팅 주요 내용

재난관리평가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 및 재난관

리평가의 이해에 대한 부분과 재난관리 장애 및 저해요인을 

내외부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구성된다.

2.3.1 재난관리의 이해

재난관리의 이해에서는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

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감하는데 기여하

는 재난관리의 목적과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하며, 발생한 피해

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헌법 상 국가의 의무사항과 책무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재난예방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확보,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

보완, 재난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또는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신속한 설치⋅운영 및 표준매뉴얼 작

성, 국민안전처와 내용 협의⋅조정, 실무매뉴얼 및 행동매뉴

얼 조정⋅승인 지도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주관기관 

장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의 

책임과 역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에 의거한 

재난관련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각종 재난안

전분야의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2.3.2 재난관리평가의 이해

재난관리평가의 이해에서는 평가의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과 재난관리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기관별 재난

관리의 역량제고와 헌법과 법령이 정하는 책임행정 강화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추진하는 재난관리 업무를 점검하

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선진재난관리

체계 구축의 평가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역량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 부서역

량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부서간 협업, 네트워크 

역량의 유관기관 사전협조체계 구축, 기관역량의 기관장 

리더십, 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재난관리평가의 역량분야별 

주요 점검내용을 개별적으로 소개하고 설명하고, 점검결과

에 따른 포상 제도의 소개와 미흡한 사항의 시정조치나 

보완요구 및 이행⋅추진사항의 지속 관리 등의 재난관리평

가의 환류체계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었다. 

2.3.3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해당기관의 내부적 문제를 사전에 수집하여 컨설팅위원

들이 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평가결과를 통해 미흡지표의 개선대책을 제시하

는 것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이다.

2.4 2016년 재난관리평가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향

2.4.1 OO시의 컨설팅 사례분석

2016년 재난관리평가 컨설팅을 실시한 OO시의 사례이

다. OO시의 재난관리평가 미흡에 대한 외부요인은 해안가

를 끼고 있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호우, 풍랑, 강풍,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 우려가 높은 것이며, 내부적 

요인은 재난관련 협업부서 직원들의 재난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재난업무 연속성의 저해를 

장애 및 저해요인으로 뽑았다. 그리고 ① 풍수해저감종합계

획 수립 및 저감사업 추진실적, ② 기상특보시 재난관리 

시스템 17개 분야 SOP 가동실적, ③ 지역의 공동체⋅민간⋅

지자체 사이의 방재에 관한 협력관계 실적, ④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예산 투자실적, ⑤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관련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적, ⑥ UN ISDR 

등 6가지 지표에 대해 컨설팅을 희망하였다.

컨설팅단에서는 재난관리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해당

기관의 지표 달성도별 미흡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OO시는 부서역량의 6개 지표 미흡사항에 대해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부서 역량강화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네트워크역량 1개 

지표 미흡사항에 대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기관장 관심 

제고방안 필요, 기관역량 부분에서 미흡한 3개 지표에 대해 

간부공무원 및 기관장의 재난안전 관심 제고 및 재난유형에 

따른 지역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총평으로 “OO시의 경우 

전체역량이 타 기관에 비해 평균보다 조금 낮은편이므로 

간부공무원 및 기관장 등이 재난안전관리에 관심이 필요”하

다고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볼 때 OO시의 재난관리평가 지표의 미흡에 

대한 사유는 기관장의 관심도 부족에 국한되었으며 총평에

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OO시의 재난관리 문제점을 명료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표의 특성과 기관의 

본질적인 장애나 저해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률적인 개선안만 제시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2.4.2 재난관리평가 컨설팅의 문제점

컨설팅 분석사례와 같이 2016년에 재난관리평가 컨설

팅을 실시한 46개 대상기관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재난관

리평가 컨설팅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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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컨설팅 수행 목적과 필요성 모호하고 일률적인 내용

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재난관리평가의 컨설팅

은 평가결과 상 미흡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평가 컨설팅 실시에 대한 목적성 결여될 

뿐만 아니라 대상기관의 공감도가 부족하여 컨설팅에 대한 

효과 저하되었다.

둘째, 평가결과 중심의 컨설팅 운영으로 환류가 미흡하다

는 점이다. 컨설팅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컨설팅 운영방법

과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문기관의 담당자를 대상

으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컨설팅 운영하여 실질적 재난관리

역량의 증진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셋째, 컨설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과 

컨설팅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매년 변동되는 평가

지표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한 지역별, 역량

별 전문가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기관의 재난관리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과 

실제 운영되는 컨설팅 간의 연계성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실제 기관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표의 미흡에 

대한 내용보다는 인력과 조직 등 재난관리 체계상 근본적인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에 재난관리평가 컨설팅은 

미흡지표에 대한 개선만을 실시하는 단회성 성격의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어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2.4.3 재난관리평가 컨설팅 개선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재난관리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마련해 보았다.

첫째, 컨설팅 대상기관의 역량평가와 수요에 적합한 컨설

팅으로 재난관리평가의 목적과 부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컨설팅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난관리체계나 차년도 컨설팅에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관리평가 전담기관 및 평가관련 전문가를 통한 

측정방법 및 기준에 대한 예시 중심의 가이드라인 작성 

필요하다. 넷째, 평가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기교육으

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재난관리평가 

과정에 컨설팅을 포함하여 상호보완적 연계 유지해야 한다. 

여섯째, 상시적인 수요에 대비한 다양한 컨설팅 컨텐츠 개발

로 재난관리평가체계의 운영 및 관리까지 컨설팅영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3. 재난관리평가 컨설팅 개선체계 및 

내용 구성

본 장에서는 재난관리평가의 현황과 재난관리평가 컨

설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토대로 향후 재난관리평

가의 컨설팅 개선체계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컨설팅 모델을 구성하고 프레임과 운영방안을 제시

하였다.

3.1 재난관리평가 컨설팅 모델 결정요인

재난관리에 대한 컨설팅은 해당기관의 개선에 대한 의지

와 능력에 따라 개선정도가 결정될 수 있다. 여기서, 개선의지

는 수용성과 실행의지로 구성되며, 개선능력은 조직적 준비, 

실행프로세스의 정립, 성과관리, 담당자의 능력개발, 추진 

리더십으로 구성된다.

3.1.1 재난관리평가 컨설팅 모델의 개선구도

재난관리평가는 ’14년부터 재난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체제로 전환되어, 개인 역량, 재난관리부서 역량,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 기관 역량의 4가지 역량을 종합적으로 측정

하여 평가하고 있다. 피 평가대상이 되는 중앙부처, 공공기

관, 지자체는 최근 빈발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적 테두리 내에서 재난관리지표에서 나타내는 예방적 성과

를 달성하고 있으나 역량평가의 기본요소가 되는 재난안전 

부서 신설 및 인력 확충 등의 분야는 미미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량중심의 재난관리평가는 일방적 이항구도 형

태로 볼 수 있다. ‘일방적’의 의미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써 국민안전처의 의지가 피 평가기관에 전달된다는 의미이

고, ‘이항구도’의 첫 번째 항은 역량을 평가하는 국민안전처

이고 두 번째 항은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피 평가기관 

의미이다. 현 정부운영구조 상 예산은 기획재정부, 조직은 

행정자치부, 인사는 인사혁신처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이항구도는 불가피 하다. 이러한 개선구도 하에서

는 피 평가기관의 개선의지와 능력의 차이점은 크지 않을 

것이다.

3.1.2 피 평가기관의 개선인식

재난관리평가는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제도적 업무이

지만 재난관리는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추진하며 

타 기관과 협업이 중심이 된다. 이러한 재난관리평가의 개선

을 위해서 평가기관인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피 평가기관은 기관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보유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피 평가기관들은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나 역량평가 전환 이전에 수행하던 법⋅제도적 틀 속의 

관행적 업무 프로세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전환

된 역량평가체제의 특이성을 수용하지 못하며 평가기관의 

규제 작동정도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3.2 재난관리평가 컨설팅 모델 구성

기관별로 추진요소별 차이가 있다면 기관별로 재난관리

평가 컨설팅 모델이 구축될 수 있지만 개선구도상 기관별 

능동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개선인식도가 특별하지 않은 

특징을 반영한 모델로 구성해야 한다. 

재난관리평가 컨설팅 모델은 각 기관의 개선정도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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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나 기관별 특성을 반영

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다. 향후 

차별적 컨설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결과에 

대한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통해 정형적 패턴을 마련하는 

노력 필요하다.

3.2.1 기관단위 모델링

기관단위 모델링은 부처별로 다른 여러 가지 컨설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관마다 그 특성을 파악하여 

기관특성에 맞는 컨설팅 방안 마련해야 하며 해당 모델링의 

접근이 가능하려면 기관별로 재난관리평가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달라야 하고 제도자체의 수용성에 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기관단위로 전형적인 패턴이 발견되고 그 

패턴에 맞는 재난관리평가의 수용과 실행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가 축적되어야 하지만 현 재난관리평가의 수용과 결과

에 있어 기관별 차별성은 크지 않으며 하나의 기관이 재난

관리평가를 잘 한다고 해도 전파가 어려울 것이다. 결과적

으로 기관단위 모델링은 실행력이 떨어지며 표준화도 힘들

다(Fig. 1).

Fig. 1. Institute Modeling

3.2.2 프렉티스 모델링

프렉티스 모델링은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범 사례

들을 기초로 하여 모델링하는 것으로 대전 서구의 화재 

재난복구 ONE-STOP 서비스 사례, 세종시의 무각본 소방훈

련 실시, 대전광역시의 스마트 재난안전상황관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례들이 발굴되어 타 기관에 우수사례로 소개되

기도 하고 도입되어 운영될 가능성도 높다. 프렉티스 모델은 

재난관리의 내용적 측면에 따라 역량별로 구별도 가능하지

만 수범 사례는 개별 기관이 처한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타 기관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즉, 맥락이 다른 기관에 

그대로 접목해서는 실패사례로 변질되기도 하며 표준화하

기도 어려울 것이다(Fig. 2).

Fig. 2. Practice Modeling

3.2.3 이슈 모델링

이슈모델링은 각 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을 발굴하

고 개별 이슈에 대한 해결안을 만들어 모델링하는 것으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이슈는 기관별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인 문제도 동시에 발생한다. 기관의 특성별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과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외부적

인 문제를 함께 고려한 이슈 모델은 타 기관의 적용성 뿐만 

아니라 실행가능성도 높으며 표준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Fig. 3).

Fig. 3. Issue Modeling

3.2.4 모델링 비교 및 적합 모델 채택

전술한 3가지 모델에 대해 재난관리특성 반영, 보편성, 

실행가능성의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이슈 모델이 적합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보편성은 

한 기관이 가진 이슈에 대한 해결안을 타 기관에 전파될 

가능성을 뜻하고, 실행가능성은 한 기관이 가진 이슈 해결안

을 타 기관에 적용하여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며, 

재난관리특성 반영은 재난관리 단계별 기관 간 조정 및 협업

의 반영정도를 나타낸다. 매년 이슈 모델링을 통한 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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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컨설팅을 수행한다면 기관마다 다양한 이슈가 발굴될 

것이고, ’17년 개선된 재난관리평가의 컨설팅을 통해 중복성

과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면 기초적인 이슈 

모델의 풀이 구성될 것이다. 이 검증을 통해 구성된 이슈풀의 

공통적인 핵심이슈를 타 기관에 적용가능하도록 발전시켜 

수범사례화 한다면 보편성이 높은 프렉티스 모델과의 결합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관이 가지는 고질적인 이슈를 발굴하

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면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기관마다 

특화된 형태의 컨설팅의 구성도 이루어질 것이다(Table 3).

3.3 재난관리평가 컨설팅 프레임

현장컨설팅을 통한 대상기관의 담당자와 심층인터뷰

(In-Depth Interview) 실시하여 정책기획, 집행, 성과 및 환류 

단계의 문제점 분석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목적, 대상, 

컨설팅단 구성, 운영방법, 컨텐츠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현행 재난관리평가 컨설팅 프레임과 개선방향에 대한 전⋅

후 비교를 실시하였다.

3.3.1 컨설팅 목적

컨설팅의 목적을 재난관리 수준의 상향 평준화 및 재난관리 

장애요소의 현장해소에서 기관별 재난관리 역량강화 및 재난

관리평가 성과향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재난관리평가의 특성상 우수, 보통, 미흡기관이 존재하여 평가

결과의 상향 평준화는 달성될 수 있으나, 재난관리평가의 목표

와 부합되는 기관별 재난관리역량 향상과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진단해 취약역량 중심의 컨설팅을 진행하여 기관의 근본적인 

문제진단 및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기관별 자체 

문제진단서를 바탕으로 내부적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컨설팅

단은 평가주관기관의 계획, 지표, 운영 환류 등에서 발생하는 

외부적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기관의 사례 소개 및 전파를 

실시하고 미흡지표에 대한 사후관리 및 핵심지표 관리 수행, 

협업부서에 대한 평가관련 자료를 관리하고자 한다.

3.3.2 컨설팅 대상

미흡기관 중 신청기관 대상에서 미흡기관을 포함한 신청

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재난관리평가 관심도 저조, 우수 및 미흡기관 간 평가결과

의 격차 증가, 신청수요가 컨설팅 운영의 변동요인으로 작용,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진단 및 분석 불가능 등의 문제 

발생한다. 따라서, 연도별 컨설팅단 운영의 안정화, 연속으

로 미흡평가를 받은 기관의 내부적 문제진단의 계기 마련, 

평가상위기관으로 도약 가능, 신청기관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3.3.3 컨설팅단 구성

현재 자연재난 위주의 컨설팅단 구성을 역량별 전문 컨설

팅단으로 변경하여 구성해야 한다.

재난관리평가단 중 일부 위원이 컨설팅단으로 구성되어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며, 자연재난 중심의 컨설팅단 인력풀

로 인하여 일정분야에 한정된 컨설팅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인력풀 확충하고, 재정, 조직, 인사와 더불어 

재난관리 전문분야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범위한 재난관

리의 다각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3.4 컨설팅 운영방법

현장방문과 단체컨설팅의 혼용방식의 컨설팅 운영을 현

장방문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

개별기관을 2~3시간동안 형식적인 현장방문으로 평가지

침 설명에 그치는 당초의 단체컨설팅 운영을 기관별 문제진

단을 통한 심층인터뷰 방식의 컨설팅으로 재난관리 역량강

화를 위한 멘토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한다. 지방공

기업 경영평가에서는 개별기관에서 평균 2~3일 정도 컨설팅 

운영하기도 한다.

3.3.5 컨설팅 컨텐츠

미흡지표 개선과 차년도 지표설명 수준의 컨설팅 컨텐츠

를 기관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현재 컨설팅의 컨텐츠는 컨설팅을 수행하는 목표와 연계

성 결여되고 컨설팅 신청수요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

한 구성과 결측지표 발생 방지를 위한 실적관리 내용 위주의 

설명 및 차년도 지표 소개하는 질의응답방식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단순구성 방식의 컨텐츠를 ① 개인, 부서, 네트워크, 

기관별 역량강화 컨설팅, ② 신규 평가대상기관 대상 제도설명 

사전 컨설팅, ③ 재난관리정책 지속성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 ④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⑤ 미흡역

량에 대한 피드백 컨설팅의 5가지 형태로 기관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제공하고자 한다(Table 4).

첫 번째로 재난관리 지표 영역별 역량강화 컨설팅은 핵심

지표 관리로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개인역량 

부분에서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Type
Reflection of Disaster 

Management Characteristic
Universality Feasibility Adoption

Organization Modeling Low Low Low ×

Practice Modeling Medium High Medium ×

Issue Modeling High Medium High ￮

Table 3. Comparing Consulting Model for Disaster Managemen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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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bject

Strengthening Capability 

Consulting
Strengthening Capability each Index Area and Increasing Effective Management of Core Index

Prior Consulting Establishment of Self-Assessment Plan in prepar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Assessment

Follow-up Consulting Continuous Policy Maintenance After Assessment

Customized Consulting Solving Internal and External Main Issue for Self-Diagnosis

Feedback Consulting Improvement of Weak Points in Institute

Table 4. Type of Consulting Contents

전문교육, 재난관리 업무담당자의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방안 수립, 재난관리 업무담당자의 근무환경, 인센티브, 근무 

지속성 확대 방안 등을 개선하고, 부서역량에서는 기관의 재난

관리에 적합한 재난 예방⋅대비분야 계획 작성 및 매뉴얼 

수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난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네트

워크역량은 기관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 

방안(안전한국훈련)과 실적관리를 위한 재난관리부서 및 다른 

부서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기관역량은 

재난관리 기관장 리더십 강화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대응책 

설계, 재난안전분야 예산사업 및 투자 효율화 방향, 재난관리기

금 운영 및 관리방안, 재난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재난관리 혁신을 위한 기관 진단과 해결방안 제시한다. 

두 번째로 재난관리평가 사전 컨설팅은 기관의 재난관리

평가 대비 자체평가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재난관리평가제

도의 이해, 재난관리평가지표의 설명, 재난관리 성과보고서 

작성 방법, 컨설팅 효과성 분석 및 검증 사례, 평가 연계 

사항 설명(정부업무평가, 경영평가 등), 컨설팅 수요조사 

실시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세 번째로 재난관리평가 사후관리 컨설팅은 평가 이후 기관 

재난관리정책의 지속성 유지 및 관리를 목적으로 재난관리

평가결과 공개 및 실태공시 작성, 재난관리 우수기관 사례 전파, 

재난관리 DB 구축 및 관리 방안, 기관의 재난관리 정책 개선 

및 사업 발굴, 근무지속성 확대방안(인센티브), 우수시책 관리

(사례집 발간), 목표달성도 시계열 관리 등을 실시한다.

네 번째로 맞춤형 컨설팅은 자체진단을 통한 기관별 내⋅외

부적 핵심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지표영역별 역량강화 방안, 

재정, 조직, 인사 분야의 문제해결 방안, 실적관리 방안 마련, 

언론홍보 강화 추진 등을 실시한다.

다섯 번째 피드백 컨설팅은 재난관리 전반의 미흡사항 

및 이행실적 개선을 목적으로 재난관리 책임과 역할에 대한 

교육, 혁신을 위한 기관 진단, 재난관리 제약요인 제거, 이행

실적 점검(월 1회)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3.4 재난관리평가 컨설팅 운영방향

3.4.1 컨설팅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요인

컨설팅 모델링 선정의 결과와 같이 해당 기관의 문제 

진단⋅분석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관리⋅감독하는 현행 

재난관리평가 컨설팅의 수행과정 상의 개선사항은 없지만 

운영체계, 조직운영, 담당자의 개인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음 문제점이 있다. 

먼저, 운영체계상 요인은 업무연계성 부족, 측정기준이 

모호한 정성지표, 불균형적인 가감점 비율, 늦은 지표확정시

기 등 재난관리평가가 역량평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표구

성이 미흡하고, 기관의 행정 및 경영 형태에 따른 그룹 구분 

및 법정 업무수행에 따른 성과점검에 그치는 현 평가제도로는 

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부족하며, 인력동원식 

주민참여 훈련과 재난피해에 대한 책임의식 부족으로 재난관

리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저조하였다. 또한, 시기만 

다른 유사한 평가제도가 다수 존재하고 연말에 여러 평가들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점검과 평가의 

통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둘째로 조직운영상 요인은 연 2회 가량의 인사이동 시기와 

재난안전을 위한 방재안전직렬의 미미한 인력 충원 등으로 

재난관리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어려웠고, 재난관리평가에 대한 

타 부서의 관심부족 및 책임회피와 기관별로 다양한 매뉴얼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부서 및 유관기관 간 협업이 

미흡하였다. 또한, 표창, 수당 등 인사고과에 직접적인 반영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인센티브 제공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력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류체계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개인적 요인은 재난관리평가의 실

효성 부족과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재난관리평가 

담당자들의 업무관심과 이해도 저조하고, 과도한 증빙자료 

작성 및 평시업무 처리에도 급급한 담당자들의 업무부담 

가중 호소하였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재난관리평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문제 발생하였다.

3.4.2 컨설팅 프로세스 개선(안)

당해연도 평가결과에 국한된 컨설팅 과정을 2차년에 걸쳐 

상시 운영되는 형태로 변경하고 문제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

록 과정별 수행주체 및 수행내용에 대한 사항은 명확히하여 

재난관리평가 컨설팅의 선순환적 환류방향을 모색하였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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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Comparing Before with After Consulting Process 

현행 재난관리평가 컨설팅은 재난관리평가의 결과가 공

개 시점인 매년 4월 이후부터 차년도 재난관리평가 지표가 

확정되는 9월~10월 사이에 실시되어 평가결과의 미흡사항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컨설팅을 차년도 지표확정시기와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사전컨설팅과 사후컨설팅 수행시기를 

구분하여 평가 전 단계에서는 당해연도 평가 실시 후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차년도 지표가 확정되면 컨설팅 신청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별 문제진단, 분석, 해결방안제시, 내

용이행 실시 등을 수행하고 평가 후 단계에서는 차년도 

평가 수행 후 지표확정 전 단계에서 전년도 컨설팅 이행과정

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환류하고자 한다.

당초에 평기주관기관에서 평가위원들 중 컨설팅 위원을 

위촉해 일방적인 형태의 컨설팅 수행이 이루어졌으며 수행

과정과 무관하게 미흡지표 중심의 개선이 중점적인 내용인 

것을 Fig. 4와 같이 컨설팅 수행단계별 수행주체를 명확히 

하고 단계별 수행내용을 명시하고 문제진단 ￫ 문제분석 

￫ 문제해결 방안제시 ￫ 컨설팅 내용이행 ￫ 이행과정 모니터

링 ￫ 평가환류의 과정을 수행한다.

문제진단 부분에서는 컨설팅 수요조사에 따른 외적인 

문제는 컨설팅단에서 수행하고 기관 내부의 문제는 신청기

관에서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문제분석에서는 내⋅외적으로 진단이 완료된 내용을 토

대로 컨설팅단이 중심이 되어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진단문

제별 전문위원들의 해결안 준비한다.

문제해결 방안제시는 컨설팅단에서 준비한 해결안을 토

대로 단기적인 검토방안은 컨설팅단에서 제시한 후 예산⋅

인력⋅조직 등 중앙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해결안은 평가주

관기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컨설팅 내용이행은 신청

기관이 주체가 되어 컨설팅단에서 제시한 단⋅장기적 해결

안에 대해 현실성을 상세히 검토하여 추진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이행과정 모니터링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단이 

주체가 되어 실행결과를 피드백하고 모니터링 내용에 기반

한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평가환류에 대해서는 평가

주관기관에서 컨설팅단에서 제출한 기관별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재난관리평가 대상기관에 전파가능한 수범사례를 

선정하고 확대⋅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한다.

4. 개선 컨설팅 프로세스 시범운영

앞서 제시한 개선 재난관리평가 컨설팅 프로세스의 적용

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관을 2기관(A기관, B기관) 

선정하여 전체 프로세스 중 ’17년 재난관리평가 이전까지 

과정을 수행해 보았다.

4.1 재난관리 운영에 대한 기관별 문제진단

4.1.1 A 기관의 재난관리 실태

A기관의 재난대응 조직은 1개국 6개과 109명으로 전년보

다 7명 증가하였다. 재난의 예측 및 정보 전달체계는 재해문

자전광판 등 총 6종, 우수저류시설 3개소 신설에 따라 재난감

시용 CCTV 3개소 증설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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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6조의2 및 ｢2015년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지

침｣에 의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가 의무화 됨에 따라 

방재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이 30개 과정 66명 참가

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민안전처와 지역자율방재단이 주관

한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을 5차례 수행하였고, 

재난관리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이 참여한 초고층건축물 재

난 및 테러대비 교육훈련과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교육을 

5차례 수행하였다.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기관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

였으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재난상황의 보고 및 재난신고

에 관련된 안전관리기구의 기능을 점검하였다. 재난안전대

책본부 운영 조례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3건에 대한 제정을 실시하고 

이외 10건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조례제정 중에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

시설 1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시설, 지하도상가의 특정관

리대상시설 시설물 11개와 공동주택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물 381개의 등급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109개 감소하였으나 재난위험시설은 

2012년부터 계속 3개소로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인 독려 및 

현장지도와 복구공사를 통해 2017년 해소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두 차례 실시하여 지적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배수장 시설정비(2,279백만원), 내수배제불량 개선(2,028백

만원), 구도심 침수예방(2,400백만원), 생활안전분야의 위험

요인 확인 및 예방과 강설 예보시 염수 사전살포를 통한 

도로결빙 방지, 재해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한 재해 사전대처 

등 다양한 재난방지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에 사업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전년보다 26% 

증액한 법적 적립 기준액 216백만원을 100% 확보하고 공공

분야 재난예방활동과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사용하였다.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위험

환경(0.201), 위험관리능력(0.814), 방재성능(0.567)로 4등

급이며, 전년도 7등급에 비해 3등급 대폭 향상하여 국고추가

지원 1%의 가산 인센티브 수여받았고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

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실태점검에서 우수결과를 받았으

며, 재난관리실태점검은 보통으로 평가 받았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건축물 13개소 중 2개소

(23.1%), 교량 9개소 중 4개소(44.4%)를 완료하여 31.8%의 

내진율 확보하고 있고, 80백만원의 예산으로 내진성능평가 

4개소를 실시예정이며, 700백만원을 투자하여 청사의 내진

성능보강을 계획하고 있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14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소관부서마다 작성⋅관리하고 있

으며, 해당 기관의 자체적인 재난관리역량은 지역안전도 

진단을 비추어 볼 때 ‘위험환경’과 ‘위험관리능력’ 지수는 

양호하나 ‘방재성능’ 지수가 부족하므로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지속관리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1.2 B기관의 재난관리 실태

B기관의 재난대응 조직은 6개 부서로 지난해보다 1개부

서 증가하였고 인력은 111명으로 지난해 보다 10명 증가하

였다.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재해문자전광판 등 

7종으로 26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인명구조장비는 제트스키 

2대 및 위성전화기 2대를 확보하여 4년 평균 24개소 보다 

2개소 증가, ’14년 보다 2개소 증가하였다.

방재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관련 분야 17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북구지역자율방재단원 194명은 재난관리 교육⋅

훈련 수행하고 각종 안전사고⋅화재예방 홍보를 위하여 시민 

485명이 참여,매월 4일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국가의 재난대응을 제고하기 위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훈련, 통합지원본부 운영훈련, 

폭설대비 현장 훈련, 초기대응태세 점검 훈련 등 실시하였다.

폭설을 대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여 제설장비(제

설기 4대, 살포기 2대, 브러시 2대, 134백만원)를 구입⋅배치

하고, 친환경제설제 190톤을 추가 구입하여 겨울철 재난대

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기습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창고

를 비롯한 제설전진기지, 각 동 자재창고를 활용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설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

록 준비하고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농소종합중기, 트렉터 작업반 등과의 제설작업을 위한 민관

협력을 체결하고 우수기 전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 제방정

비사업을 4개소 완료하였다.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하고 신

속한 재난 대응⋅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와 관련된 

14개의 조례 및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115개를 지정⋅관리하고 있고, 대형공사

장 등 28개소가 추가 지정되었으며,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48개소는 해제되어 지정⋅해제 고시하였다.

사방사업으로 439백만원, 소규모 피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사업에 40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산사태 예방사업 및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하천제방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당해연도 재난

관리기금 적립 확보 기준액은 1,523백만원으로 101%, 1,544

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211백만원 보다 

256백만원이 증가한 467백만원이며, 지난해 보다는 65백만

원 증가하였다.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5년 평균 102백만원

을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04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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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백만원 많이 사용하였다.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10등

급이며, 2014년도 진단결과와 비교하여 등급의 변동사항은 

없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건축물 20개소 중 18개소

(85%), 도로시설물 64개소 중 20개소(31%), 어항시설 11개

소 중 11개소(100%), 병원시설 6개소 중 4개소가(66%) 완료

되어, 52.5%의 내진율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해당기관의 자체적인 재난관리역량은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위험환경)과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 노력

(위험관리능력) 및 구조적인 재해 대응능력(방재성능)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시범운영 기관의 문제분석 및 해결방안

4.2.1 A 기관

A기관은 첫째, 재난관리평가 업무수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운영체계 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16년 발생한 

재난피해로 재난관리평가 가⋅감점 지표상 최대 –15점의 

감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재난담당자는 평가 미흡의 

결과를 자체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적으로 감점을 

부여하는 현 지표 측정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감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도록 평가수행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평가지표 준비에 관련된 조직

적 문제가 있었다. 평가담당자의 수행업무와 직접적인 연관

이 없는 지표에 대해 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시도하나 재난

관리평가의 관심도 부족으로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에 대해 협업이 중심이 되는 재난관리업무의 특징에 

대한 관련부서 담당자 교육 실시 및 지표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지표의 증빙자료 작성에 대한 개별상담 실시

하여 컨설팅 시에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셋째, 유관기관 간 상황전파에 대한 조직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NDMS 시스템에 의존적으로 운영되는 유관기관 

간 상황전파의 경우 정부행정망이 활용 가능한 사무실 이외에 

현장에서 수신하기 어려움을 호소한 것에 대해 기상청 등 기상

상황을 관련기관 담당자의 개인 핸드폰으로 직접 전송하는 

유관기관 간 크로샷 서비스를 소개하고 신청을 유도하였다.

넷째, 재난관리 업무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개인적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다. 평가담당자는 2016년 7월 재난관리부서

로 발령받아 매뉴얼 상 기관대응수칙 작성 등에 관련된 

상반기 시행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전혀되지 못한 실정이어서 

기관대응 작성요령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 관련지침을 즉시 

제공하고 재난관리부서의 신규 발령자에 대한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평가수행업무에 대한 월별 일람표 제작을 지원

해 주었다.

4.2.2 B 기관

B기관은 첫째, 재난관리평가 증빙자료 작성 분량 제한하

는 운영체계 상의 문제를 호소하였다. 사전분석지표 이외에 

제출가능한 증빙자료의 작성 분량 제한(300페이지 이내)으

로 지표 별 자료를 개별적으로 편집해야하는 불편사항 발생

하는 점에 대해 차년도 재난관리평가 증빙자료의 전자화 

업로드 및 평가시스템 운영 계획에 대한 소개 실시하였다.

둘째, 민간대상 폭염특보 상황전파의 효율성에 대한 조직

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폭염특보 전파체계로 크로샷을 활용

하고 있으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의 핸드폰 활용성 저하로 전파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상황전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폭염관련 취약계층

을 관리하고 있는 동장과 돌보미 등에게 크로샷을 발송하여 

대상자에게 간접 전파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수범 및 특수시책 발굴의 어려움에 대한 조직적 

문제가 있었다. 매년 시행하는 정기적인 재난 예방, 대비 

사업 이외에 수범 및 특수시책을 제출해야하는 부담감 발생

하여 기관별 문제진단 시 수행한 지진대비 대피소 지정과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에 대한 사례를 특수시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천하였다.

넷째, 재난관리평가 담당자의 업무부담 가중에 대한 개인

적 문제가 있었다. 해당기관 재난관리 담당자의 주요업무는 

배수장관리, 민방위 진행 및 재난관리평가로 국가안전도대

진단, 지역안전도진단 등 재난관련 평가⋅점검 업무의 중복

적인 과정에 대한 업무 부담 호소하여 기관장의 면담을 

통해 재난관련 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알리고 타 기관에

서 재난관련 업무 전담을 위한 방재안전직렬(전문임기제) 

채용 사례를 소개하고 재난관리에 관련된 평가를 통합⋅연

계하는 차년도 국민안전처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A기관과 B기관 모두 재난관리평가의 지표상의 문제부터 

기관내 재난관리 협업부서 간의 이해관계 및 개인적인 업무 

부담과 같은 사항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재난관리평가에 대한 컨설팅은 비단 재난관리평가에 국한

될 수 없으며 재난관리평가를 시행하는 목적인 재난관리책

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폭넓은 관점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5년부터 

실시된 재난관리평가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인 컨설팅에 

대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

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토대로 재난관

리평가 컨설팅의 개선체계 및 내용을 새로이 구성하고자 

컨설팅 모델과 프레임,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선체계에 맞추어 2개 기관에 대해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기관담당자의 만족을 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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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평가 컨설팅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건축 및 토목공

학 전공의 자연재난 중심의 민간전문가 6명과 간사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3인 체제의 3개 반이 2~3주 

동안 해당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실정이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체계를 시범운영할 때 소요된 인력

은 1개 기관당 3명이고, 사전조사 및 진단, 분석, 이슈 발굴에 

1~2일, 컨설팅 진행에 대략 기관당 1~2일이 소요되었다. 

개선 컨설팅 체계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피평가기관

에 대한 컨설팅 인지도 향상과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제도적 

기반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이 나타난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단기

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첫째, 단기적으로 재난관리평가의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재난관리평가 담당자 대상 교육훈련 및 인식

조사를 위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재난관리평가 이해도 향상

시키고, 미흡사항 개선 실적에 대한 월별 점검 및 정부업무평

가에 결과를 반영하고 연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재난관리평

가의 환류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의 컨설팅 

유형별 컨텐츠 리스트를 제공하여 컨설팅 내용에 대한 수요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수요조사 내용과 컨설팅 실시 결과를 

차년도 지표에 반영하는 환류기능 확대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리평가 컨설팅 전담기능 확대 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전문적 평가 및 컨설팅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가 충원하여 현행 인력 50인에서 200인으로 확대 운영해

야한다. 또한, 재난관리평가 및 컨설팅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첫째, 재난관리평가 관련 법령(가칭 재난관

리평가 기본법) 제정으로 컨설팅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행정자치부 정부3.0 컨설팅 운영, 지방공기

업평가법 제76조 제5항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 등에서는 법적기반에 근거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재정관리평가 예산 및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해야 

한다. 소방안전교부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안전사업예산, 

복구비 지원 등 배분조정 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재난안전 유공자 포상 확대 등 정책적 인센티브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리 전문 인력 충원해야 한다. 기관별로 

방재안전직렬, 전문직 공무원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 충원으

로 재난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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