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이후재난관리의
방향과회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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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과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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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위험시대의도래

울산,차바, 시간당 124mm, 2016

• 기후변화, 전염병, 불확실성
– 기후변화의 시간당 100mm 이상의 국지성 집중호우 현상 증가

– 기존 재난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에 대한 대비 필요

–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과 최악의 상황(worst case)에 대한 대비 필요

– 예상하지 못한 재난의 꾸준한 발생

COVID-19, 2020 포항지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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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의등장배경 -대상

• 익숙함에서 불확실함으로
– 유사전쟁(Patterns of war approach) 관점: 재난의 원인은 외부
에 (풍수해, 지진 등 익숙한 재난)
• 전통적 민방위(civil defence)의 개념

– 재난관리 대상의 확대와 불확실성의 증가: 기후변화, 사스·신종
플루,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비전형적·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진화
• 영국, 2010년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통해 현대
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age of uncertainty)라고 강조하고 회복력
강화를 전략적 목표로 제시

– 회복력 개념은 우리 사회 시스템을 위협하는 다양하고 불확실한
외부 충격(shocks)과 이러한 충격에 취약한 우리 사회의 내부적
복잡성 증가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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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의등장배경 -주체

• 공공에서 민간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 전통적으로 재난관리는 공공이 수행해야 할 임무로 인식 →
개인과 기업 등 민간의 참여 및 지방의 참여 강조

– 재난관리 주체의 확대는 재난관리 대상의 변화에 따른 것
•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재난 관리를 정부 중심의 전통적 관
료제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은 한계

– 회복력이 요구하는 민간 참여는 수동적 동원과는 구분
• 주민, 지역공동체, 기업 등 민간의 주체성을 강조
• 각 주체들은 자신들이 처한 위험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스스로 대응
• 영국, Civil Contingencies Act(2004):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그리고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그들이 처해있는 위험환경을 분석하고
(risk assessment), 위험목록을 관리하고(risk register), 비상대비계
획(contingency plan)을 작성하여 업무연속성(business continuity)
을 유지할 것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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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패러다임의변화

• 방재(resistance)에서 회복력(resilience)로
– 아무리 안전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위험을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

– 방재(prevention)에서 감재(mitigation), 다시 회복력으로

– 회복, 적응, 연속성 관점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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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incremental adjustment and transformation

• 방재 (resistance) : 해일 위험을 막기 위해 제방 설치

• 점증적 조정 : 보험 가입 등 방재 정책 다변화

• 전환(transformation) : 해변 위험 지역에서 이동
– 해일 위험 저감을 위해 해변에 망그로브 숲 조성

– 어민들은 망그로브 숲을 이용한 생태 경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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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동향

알려진위험저감

새로운위험예방

재난에대한사회적,
경제적회복력강화



회복력 (Resilience)과재난

10

⇨완벽한예방에서,실패하더라도안전한 (From fail-safe to safe-to-fail)

⇨변화된환경에대한신속한적응과보다나은상태로의회복 (Build Back Better)

회복력과재난관리

회복력
회복탄력성

복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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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재난관리동향

 자연재난사망자수는적은편 (~10)
 사회재난사망자수는해외와비교하면많은편이나감소중

출처: 제4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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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재난관리동향

책임지는정부,
함께지키는안전사회,
회복력있는사회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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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재난관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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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에 대한 비판

• 회복력 개념의 중심은 주로 영미권 앵글로섹슨 문화권
– UN-ISDR  등 국제기구의 효고 프레임웍 등도 영미의 영향에 따른 것으
로 해석 가능
• 프랑스의 경우, 회복력보다는 방재 개념을 활용 (Joseph, 2013b)

• 신자유주의적 재난관리 - 책임의 이전
–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 기업가적 정부 운영

• 작고 효율적인 정부: 정부 역할은 축소시키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

– Coafee(2013): 회복력 정책들이 전통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던 국민 보호
책임을 민간(기관, 전문가, 공동체, 주민)에게 떠넘기려(responsibilising)
하고 있다고 비판
• 신자유주의적 정부 개혁으로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간(시장)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는 것과 유사

– 회복력을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계획(political project, Frerks et 
al., 2011)으로서 신공공관리론의 논리를 따르는 것



회복력관점재난관리 (Sendai framework,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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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재난을예방하는것은불가능 (불확실성의시대)

• 예방도중요하지만회복력(Resilience)을 높이는전략(build back better) 필요

• 국가재난관리책임(primary responsibility)강조, 

• 민간등모든이해당사자(all-of-society)참여(shared responsibility)가필요

새로운가치 –회복력,참여, 포용

포용적재난관리 (Leave no one behi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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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에서회복력과전환으로

자연재해방재의예

더큰쓰나미가온다면 ?

전환모델

Transformation

일본미나미산리쿠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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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 가외성(redundancy), 모듈화(modulization),    
연결성(connectivity), 유연성(adaptability) 등

COVID-19 회복력

• 연수원을생활치료센터로, 주정을손소독제로, 

• 스마트시티플랫폼을활용한“코로나확진역학조사지원시스템”,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활용한마스크 5부제,

• 온라인교육전면도입, 화상회의시스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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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위험의불평등
•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재난취약계층문제가심각

• 어린이교통사고대폭감소했으나, 노인교통사고사망자는아직도세계최고

(Leave no one behind!)
포용적안전관리

2016년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도로교통공단. (2018). 2018년판(2016년 통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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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위험의불평등 –심각한산업재해현황

(Leave no one behind!)포용적안전관리

• 수직적불평등이슈로서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안전불평등문제가매우심각

 원청과하청노동자간의산업재해위험노출이매우큰차이

 은폐가불가능한사망만인율의경우 8배까지차이 (이경용, 김영선. (2016). 원·하청산업재해통합통계산출. 산
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재해가비정규직및외국인인노동자에집중되면서취약계층위험문제가대두

• 플랫폼노동자등산업구조에변화에따른새로운문제등장

 18~24세까지의산재사고사망자의무려 44%가교통사고, 즉배달중에발생한교통사고
로사망 (2019년민주당한정애국회의원국감자료)

2019년 6월말기준산업재해사고사망자수의기업규모별분포 2019년 6월말 기준 산업재해 질병 사망자수의 기업 규모별 분포

고용노동부. (2019). 2019. 6월말산업재해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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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취약성과코로나
• 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집단이코로나확진율, 사망률이더높은상황

• 재택근무가불가능한비정규직 , 일용직근무자들이집중적으로위험에노출

• 일용직,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소득감소, 고용불안심화

(Leave no one behind!)
COVID-19와포용적안전관리

경향신문



21

코로나피해지역재외국민송환노력
• 코로나위험지역의재외국민적극송환

• 5월 22일기준, 103개국가에서재외국민 3만174명의귀국지원을완료

• 정부부처종합적노력을통해지역주민과의갈등효과적해결

(Leave no one behind!)
COVID-19와포용적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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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이후정부위험관리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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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일상화시대를위한정부대응역량강화
• 새로운위험에대한지속적탐색 (총리실혹은청와대국가위기관리센터 )

• 민관협력신속위기대응팀구성 (각부분전문가참여, 실질적업무와권한부여)

• 부처협력강화방안마련 (다수부처협업형조직관리(행안부), 새로운기회를탐색할
수있는수단으로활용할수있는협업특별조직도입등)

• 공무원평가제도개편필요 (칸막이식부처/부서경쟁평가가아닌협업에대한높은평점부여)

• 중대본일상적운영방안고려 (협업조직으로서의중대본장점활용, 일상적역
할부여)

예견적행정능력(anticipatory governance)강화

비정상으로서의재난 일상적재난시대의도래

재난의일상화
-위험을미리준비하고,
기회를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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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등급변하는환경에서의정부조직의방향성
• 예측불가 –정부모든부처및민간전문역량과협력이필수, Network

• 급속변화 (위기상황) –신속한판단과일사분란한명령과통제필요. Hierarchy

→ Crisis Management Paradox, 네트워크와계서제특성모두필요 (Moynihan, 2008)

→ 평상시대학과같은자유로움이유지되면서, 유사시군대와같은일사분란함이가능한조직 (Perrow, 1984)

하이브리드형정부조직개편의방향성

계서제조직 (Hierarchy)
군대, 현정부조직

네트워크조직 (Network)
시민사회, 대학등

하이브리드형미래조직을위한국무총리실의가능성
• 새로운미래문제해결을위한조직칸막이조정및협업촉진

• 정부와민간의협업강화를위한구심점으로서의역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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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구COVID-19 사태에따른지역낙인화반응사례
(출처: 연구진자체설문조사결과)

확진자동선에대한주민반응사례
(출처: 네이버카페울산부동산재테크)

(02.27 ~ 03.14)
스페인, 모로코방문후
인천공항귀국

댓글1요양병원ㅡㅡ테러리스튼가누굴
죽이려고,

댓글2요양병원은안가는게맞지ㅜ
부주의한사람들땜시어르신들
고생하시겠네요

댓글1이시국에위험한유럽가고
돌아왔으면스스로격리들어갈것이지
많이도다녔게개념상실하게

댓글2이시국에해외여행에다갔다와서
엥간히돌아댕겼네…

댓글홈플도갔네…
ㄷㄷ와징하다

재난취약계층에대한보호제도강화
• 생계를위협받는비정규직, 일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보호및지원제도강화

(Leave no one behind!)
포용적안전관리강화

재난으로인한지역공동체의이미지변화와위험소통의문제 ,낙인화
• 재난피해지역주민들이차별을받고혐오의대상의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

• 개인정보유출, 확진자비난, 지역낙인화방지를위한특단의포용정책마련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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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과개인정보보호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재난피해자보호
를위해정보제공요청조항 (제74조3) 개정
(감염병관리법과유사)

• 개인의프라이버시를보호하면서도, 공공의안
전을보장할수있는데이터활용방안
(해외에서는DP-3T 프로토콜등연구활발)

(Leave no one behind!)

코로나와 디지털뉴딜
DP-3T

Decentralized Privacy-Preserving Proximity Tracing

Singer, et.al., 2003. Ethics and SARS: lessons from Toronto. Bmj 327, 

1342-1344.

https://en.wikipedia.org/wiki/Decentralized_Privacy-Preserving_Proximity_Tr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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