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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 for disaster 

mitigation activities and the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disaster mitigation activities for the 

requirements of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Method: The requirements, including 

the activities of each stage of disaster management defined within the scope of the corporat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were identified, the operational cases of 'A' institution were reviewed, and the 

targets of continuous planning were reviewed to meet the requirements. Result: It was reviewed that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each phase of disaster management, which is a requirement of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are clearly defined, and a task continuity plan is established 

for each stage of activity. Conclusion: Conclusion : The PDCA model including the activities of each 

stage of disaster management activities was presented for the requirements of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and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model of the broad 

concept of disaster management including prevention and preparedness plans for disasters was 

presented.

Keywords: Disaster mitigation activities, Activities by stages of disaster management, Prevention- 

Preparation-Response-Recovery, A Model for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절차와 재해경감활

동관리체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적용범위에 규정된 재난관리 단계별 각 

활동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A'기관의 운용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맞는 업무연속계

획 대상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재난관리 단계별 내용과 절차를 명확

히 정의하고, 4단계별 활동에 대한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결론: 기업재난관

리표준 요구사항에 대하여 재난관리활동 각 단계별 활동을 포함한 PDCA모델을 제시하였고, 재난의 예

방 및 대비계획을 포함하는 광의의 재난관리 개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모델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재해경감활동,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 예방/대비/대응/복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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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개요

재해는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하고, 재난은 위험요인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재해를 

경감하기 위한 활동은 재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관리활동으로 재난발생 이전의 활동과 재난발생 이후의 활동으

로 구분된다(기업재난관리표준, 행정안전부). 

재난을 자연재난으로만 생각하고(현석환, 2015) 자연재난의 영향과 리스크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제한적이던 때에

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을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어 재난발생 이후의 대응과 복구중심의 재난관리활동이 이루어져 왔고, 국

제표준인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의 업무연속성확보를 위한 체계 또한 재난발생 이후의 대응과 복구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에는 재난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 복구 중심으로 관리되던 자연재난이 사회재난 요인과 병합되어 복합재난화 되고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위험요인과 위협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재해를 경감시키

는 예방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재난조직체계 설계 등 정책추진방향은 재난

복구중심에서 대비 · 예방중심으로의 변화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 빅데이터 관점 선진안전도시 

시스템 개발운영 · 커뮤니티 안전맵 사업 등 R&D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지원법)에 의거 2017년도에 고시 시행되고 있는 기업재난관

리표준에 규정된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세부내용의 대부분은 2012년도에 국제재난관리표준으로 전환된 ISO22301의 업무

연속성확보를 위한 요구사항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재난관리표준에서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는 관련 

국제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연속성관리체계(BCMS)와 위상이 동일하다’고 기업재난관리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 국내의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선행된 국제재난관리표준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국

내 재난관리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부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기업지원법에 규정된 재해경감활동은 재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사

전에 재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고, 기

업재난관리표준 1.3(적용범위)에 의하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각 활동에 있어서 계획의 수립/운영/실행/감시/검

토/유지관리/지속적 개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관리체계를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에

는 재난(업무중단사고) 이후의 대응체계/복구계획을 위한 프로세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재해경감활동이 재난(업무중

단사고) 이후의 재난관리활동에 국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불확실한 특성(김태윤, 2004)을 지니고 있는 재난은 일정 순간에 형성된 위협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

미한 징후가 불특정한 기간을 두고 성숙되다가 더 이상 잠재되어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급작스럽게 표출된 결과로서, 사

전에 분석 및 평가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 위험관리단계별 적합한 기능과 각 단계 활동간의 

영향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연관된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작동되고 개선되어지는 시스템적 관리체계가 요구된다(Tuner, 

1978).

특히,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복합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성이 마비되어 골든타임

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난관리 단계별로 취해야 하는 업무절차와 계획을 사전에 문서화하고 명확화 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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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운영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고 단계별 소정의 역할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연구방법

최근의 재난이 복합화되고 발생빈도가 높아져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고, 재난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로 

재난 예방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있음에 불구하고 재난으로 인한 재해를 경감하기 위한 활동이 재난(업무중

단사고) 발생이후의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적용범위’에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

구사항에 대하여 'A'기관의 운영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와 국내 재난관리 관련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내용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재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모델을 제시한다.

이론적 고찰

재해경감활동의 이해

“재해경감활동이란 사업 중단의 원인이 되는 각종 재난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가정하여 사전에 이를 회피 혹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방침이나 행동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일종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다

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정종수외 2명, 2018) 라고 정의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교재'에서는 기업이 재해 발생

시에도 핵심업무 기능을 계획된 수준 또는 중대한 변경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업재난관리표준에서는 재해경감활동을 좀 더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재해경감활동 :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통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총체적인 관리 프로세스 

② 재해경감활동계획 : 기업의 잠재적 위협 및 위협발생시(재난 등) 업무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주요 이해관계

자의 이익, 명성, 브랜드(brand)와 가치창조 활동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조직의 탄력성 구축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수립

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 등 

③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 실행, 운영, 감시, 검토, 유지관리 및 개선하는 전반적인 경영시스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업무를 Table 1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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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jor Tasks for Disaster Management in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구분 주요업무 법률 조항

예방

단계

· 재난의 예측과 정보의 이용 및 소통체계의 구축,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 재난이 발생할 위험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등 관리대상 업무 분야에서 재

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제25조의2

제1항

대비

단계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 및 활용 

·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위기관리 매뉴얼

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제34조의5 

제1항

대응

단계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

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진화·구조 및 구난,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

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 

·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의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

제37조 

제1항

제38조

복구

단계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신고된 재난피해조사를 마치면 자체복구계획을 지체없이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59조

제1항

출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위상이 동일하다고 표기하고 있는 업무연속성관리체계(BCMS)는 1970

년대 후반 미국기업에서 재해복구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2003년 업무연속성관리체계에 대

해서 포괄적이지만 구체화하고 있는 최초표준(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56)이 영국표준기관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에 의해 출판되었다. 2012년 업무연속성관리(BCM)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으로 보편화되고 국제적으로 인식된 

규격이 ISO22301 국제재난관리표준으로 전환되었고, 911 테러가 발생한 다음날에 테러를 당한 세계무역센터에 있던 본사

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정상 영업을 개시한 모건스탠리 은행의 사례를 통해 주목 받기 시작하여 금융·IT 등 민간기업들

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도입되어 왔다(행정안전부). 

ISO22301 국제재난관리표준은 공공부문부터 모든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연속성관리체계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고, 국내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사전 재해경감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이영재외1, 

2010).

선행연구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재난관리 패러다임은 ①재난발생의 피해에 광범위하게 노출된 사후복구 중심의 전통적 재난관리에서 ②예측 및 관측기

술로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는 현장대응중심 재난관리로 변화하였고 ③예측·취약성평가·저감활동 등 프로세스별 재해위

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재난 예방·대비 중심으로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광의와 협의의 위험, 위기, 재난관리의 범위” 정지범(2009)은 일반적으로 광의의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는 각

종 재난을 관리한다는 의미로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하는 사전 및 사후의 모든 제반활동 즉, 예방-대

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의 모든 단계를 의미하고, 협의의 재난관리는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응 및 복구

하는 과정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에 있어서 예방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506 KOSDI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Vol. 15, No. 4, December 2019

“폐기학습 이론의 우리나라 재해재난관리정책에의 함의” 조석현외1(2014)은 재난은 누적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재난

예방계획의 방향성의 원칙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성에 관한 연구” 문현철(2019)은 복합재난의 발생빈도가 높은 현대재난에 있어서의 재난 예방-

대비-대응-복구 등의 단계별 기능의 강화와 동시에 모든 재난관리단계를 고려하는 ‘종합재난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이우영(2017)은 재난관리의 최우선 목표이자 핵심은 재난의 예방이므로, 재

난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고, 발생시 통제와 수습의 체계를 명확히 하며, 수습과 복구 후 책임의 규명과 보상 및 배상을 공정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재난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즉 예방중시 재난관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업무연속성관리체계(BCMS) 모델

재난으로 인한 영향, 즉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인 재난관리활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와 같이 4단계(예방·

대비·대응·복구활동)로 구분하여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의 세부내용은 재난관리 단계별 내

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어, 국제표준인 BCM과 국내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지침에서의 업무중단 이후의 대응과 

복구활동을 통한 업무(기능)연속성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과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가 국제재난관리표준에 의한 BCMS(Fig. 1)와 동일하게 재난발생 이후에 해당하는 업무활동으

로 인식될 수 있다. 

⌌ Research & Analysis ⌍ ⌌ Policy & Strategy ⌍ ⌌ Continuity Plan⌍

State Analysis

Exercise

Policy Respond Plan

Business Impact Analysis ⇒ ⇒ ⇒

Strategy Recovery Plan

Risk Assessment

Fig.1. The Model of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Son, J.S and two others, 2017)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BCMS 혼용

재해경감을 위한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이 예방과 대비 중심으로 바뀌고(행정안전부, 2008)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경감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재난 이후의 재난관리활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기업재난

관리표준에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가 BCMS와 그 위상이 동일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국내법에 근거한 기업재난관

리표준이 독립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에 관한 많은 연구 또한 BCMS라는 이름으로 재난발

생이후의 대응·복구활동을 통한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로 재난의 복합재난화 경향과 재난의 누적성 · 불확실성으로 인한 재난예방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었고(김태윤, 2004), 재난관리 단계별 기능의 강화와 모든 재난관리단계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의 필요성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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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되었지만,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에 있어서 재난관리 단계별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문서화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목

적과는 차이점이 있다.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모델 제안

기업재난관리표준 요구사항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적용범위 에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각 활동에 있어, 계획 수립, 운영 및 실행, 교육 및 훈련, 감시 

및 검토, 유지관리 및 지속적 개선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문서화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재

해경감을 위한 재난관리활동(4단계 :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있어 필요한 요구사항들에 대한 프로세스 접근방법으로 

PDCA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모델의 주요내용(Table 2)을 제시하고 있다. 

Fig. 2. Process flow chart of disaster management by applying PDCA model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Table 2. Main contents of PDCA model

구분 주요내용

Plan (계획수립)
기업경영현황 분석, 요구사항 및 범위, 최고경영진 및 관리자의 역할, 운영 지원 등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기획에 관한 사항과 목표달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포함

Do (운영 및 실행)
재해경감활동 실행과정으로서 업무영향분석 및 위험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해경감활동 

절차 및 실행 등 운영 및 실행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포함

Check (감시 및 검토)
재해경감활동 정책 및 목표의 수행평가와 유효성 검증을 위한 절차와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 기술

하고 있음

Act (유지관리 및 개선)
관리자 검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범위, 정책 및 목표에 대한 재검토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

적인 개선 요구사항 포함

출처 :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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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활동 단계별 적용을 통한 시사점 도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표준과 절차를 규정한 기업재난관리표준(국내재난관리표준)이 2017. 7. 26일 고시되고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관들은 ISO22301(국제재난관리표준)을 적용한 업무연속성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의한 기업재난관리 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작업이 일부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연

구에서는 'A'기관의 사업소인 B본부(이하, B본부)의 기존 BCM 산출물과 재난관리를 위한 각종 문서를 기준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B본부를 시범적용 사업장으로 선정한 이유로는 B본부의 경우 2012년 공기업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BCM제도를 도입하

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및 재인증을 받아 왔으며, 본부 내에 상주하는 협력사에서도 기업재난관리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

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국제 재난관리표준과 국내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의한 요구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에 적합하다

는 생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B본부의 재난관리단계별 주요업무(계획)을 정리해본 결과 Table 3과 같이 재난안전마스트플랜과 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예방과 대비를 포함하여 4단계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기업재난관리표준 1.3(적

용범위)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업무(Table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각 단계별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적합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BCM전략보고서에는 대응과 복구계획만 

수립하고 있고, 기업재난관리표준 5.5(재해경감활동 절차 및 계획 수립, 시행)에도 대응 및 복구계획 수립 절차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Table 1)과 기업재난관리표준(1.3 적용범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Table 3. Main tasks by disaster management stage

구분 BCM 전략보고서 (A기관, 2018) 재난안전 마스트플랜 (A기관, 2018) 안전관리기본계획 (A기관, 2018)

①

예방

단계

(계획서 없음)

· 역량중심 업무연속성 강화

 -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 사업소별 재난안전성 평가 실시

 - 사업소 소방관리체계 강화

· 내진보강 및 취약설비 정기점검

 - (지진) 발전소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 (화재·폭발·누출) 정밀점검 등 예방점검 

 - (안전점검) 취약설비 안전점검 및 조치

②

대비

단계

(계획서 없음)

· 사람중심 재난관리체계 구축

 - ICT 활용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 매뉴얼 전산화 및 시스템화

 - 지능형 선진재난경보시스템 구축

· 4차 산업기반 Smart 재난대비체계 구축 

 - 매뉴얼 원 페이지화 및 스마트 웹 등록·활용

 - 스마트재난관리범위 확대 (화재+유독물)

 - 사업소별 재난자원 진단 및 민간협약

③

대응

단계

· 비상대응계획(현장조치매뉴얼)

 - 징후감지/초기대응/비상대응, 사

건/사고 발생부터 위기선언 이전

까지 대응활동 계획 수립

· 현장중심 즉시대응역량 강화

 - 사업소별 맞춤형 방재센터 구축

 - 3D-VR 체험형 훈련 플랫폼 구축

 - 재난전파 긴급 통신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 및 인프라 확대 통한 실행력 강화

 - (본사) 초고층건물 화재/지진 대피훈련

 - (사업소) 전문가 불시훈련, 상황전파 훈련

 - (유관기관) 유관기관 합동 재난훈련

④

복구

단계

· 업무복구계획

 - 위기선언 이후 업무별 복구,재개

까지의 복구활동계획 수립 

· 협업중심 응급복구체계 강화

 - 복구중심 현장대응 SOP개발

 - 응급복구체계 진단 및 고도화

 - 재난자원관리 협력체계 강화

· 정비협력사 BCM을 통한 신속 복구체계 구축

 - 24시간 복구 ‘발전설비 신속복구반’ 운영

 - 발전소 정비협력사 BCM 구축

재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모델 제안

통상적으로 복구계획 수립시 재발방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같이 검토되고, 복구가 잘 이루어지면 당연히 미래의 재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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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예방효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재난관리의 모든 단계는 상호순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 단계별 활

동결과가 다음단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의 모든 과정이 하나의 관계속에서 단계별 고유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어느 한가지도 소홀할 수 없는 유기적 통합체라 할 수 있다”(현석환, 2015).

이를 위하여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적용범위로 하고 있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각 활동에 대하여 단계별 기능과 

역할을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유지되도록 절차화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된 BCMS모델에서는 Fig. 1에서와 같이 

Continuity Plan으로 대응계획과 복구계획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Fig. 3에서 제시하고 있는 굵은 점선 부

분인 예방 계획과과 대비 계획이 포함된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재해경감활동의 핵심적인 활동인 재난 이전 단계의 예방계획

(Prevention plan) 및 대비계획(Preparation plan) 수립 과정에서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예방과 대비 계획을 

적용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정이 필

요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Fig. 3. The model of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재난관리 발생 이전단계의 예방 계획과 대비 계획 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예방계획

재난 예방계획에는 예방대책 수립, 피해감소방안 마련, 재난영향에 대한 사전 예측, 취약시설 주기적 점검 및 시정조치, 방

재설비관리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이원희, 2007), 재난예방활동은 과거의 경험이나 수집된 예측정보 분석을 통하

여 재난으로 발전 될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개선하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는 등의 활동이다. 기 발생된 재해 복구계획 수립시 재

발방지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활동이 통상적인 예방활동에 속한다고 하면, 최근 발달된 첨단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및 기

술기반 예측역량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을 통한 재해경감활동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재난관리활동이다. 재난의 가

장 효과적인 관리방법은 가능한 재난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재난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활동이다

(현석환, 2015). 발전설비의 경우 세계적으로 수많은 유사설비들에서 발생된 사례의 분석과 예측진단기술도입, 내진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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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투자로서 설계단계에서의 재난예방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재난 발생 이전단계의 활동으로 재

해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재난예방활동을 가장 영향력 있는 재해경감활동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② 대비계획

재난 대비계획에는 예측된 재난을 대비한 방재계획, 비상동원, 통신계획, 자원량 확보 및 확인, 자원수송체제, 훈련, 재난

유관기관 확인, 통제계획 점검등이 포함되어야 하며(이원희, 2007), 업무영향분석과 위험평가로 도출된 핵심업무의 위협시

나리오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이전단계의 활동 중 예방활동의 한계로 재난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질 경우 효과적인 대응과 

복구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재난이후의 영향과 리스크를 변화시켜서 재해를 최대한 경감 시키고자하는 활동단계이다. 효과

적인 대비활동을 위해서는 예방활동의 한계분석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응과 복구계획

이 준비되어야 한다. 잘 준비된 대응 및 복구계획이라도 그 계획을 수행할 구성원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 계획들이 정상적

으로 작동될 수 없으므로 재난 유형별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이 가장 중요한 대비활동이 된다.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모델 제안 분석

본 연구결과로 제안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모델은 재해에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사후복구 중심의 전통적 재난관리를 

예측 및 관측기술로 예측·취약성평가·저감활동 등 프로세스별 재해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재난의 예방·대비 중심으로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모델로서, 이 모델 적용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째, 재해경감활

동에서 예방활동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 대한 활동의 중요성을 재난관리단계별 절차 표준화를 통하여 인식 시킬 수 있고, 재

난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재해경감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내용이

라는 것을 기업재난관리표준에 규정함으로서, 재난예방활동계획 수립과 신기술의 적극적인 적용 노력 등 광의의 재난관리

활동을 통한 재해경감활동이 지속적으로 개선·유지되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제안모델(Fig. 3)을 적용할 경우 업무 충격(Business Impact)이 발생하더라도 재난관리 발생 이전단계(예방·대비계획 수립 

이행)활동의 효과로서 업무연속성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새로운 재해경감전략(Fig. 5)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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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Conceptual Diagram of BC Strategy (ISO22301,2013)

⇩

Fig.5. Conceptual Diagram of BC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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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적용범위와 세부내용, 그리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위상이 동일

하다고 규정된 BCMS를 검토한 결과, BCMS는 재난발생이후 대응 복구를 위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재해경감

활동관리체계는 재난발생이전단계의 예방과 대비를 포함하는 재난관리 각 활동에 대한 프로세스 접근방법으로 PDCA모델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PDCA모델 적용을 통한 재난관리활동 4단계 활동을 구현하는 것으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PDCA

모델(Fig. 2)을 일부 수정 제시하였다.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에서 요구하는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 요구사항에 대하여 B본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난관리 각 단계별 계획이 기존의 BCMS상의 업무연속성계획(continuity plan)과는 별도로 재난안전마스트플랜과 안

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며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BCMS모델(Fig. 1)의 업무연속성계

획(continuity plan)에 예방과 대비계획을 포함하여 재난관리 4단계 활동에 대하여 각 단계별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안(Fig. 3)하였다.

제안모델(Fig. 3)을 적용할 경우 Business impact가 발생하더라도 재난관리 발생 이전단계(예방·대비)활동의 효과로 업

무연속성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결과(Fig. 5)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정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이 2017년에 고시되고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제표준

인 ISO22301 요구사항에 의지하여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등이 실행되고 있으나, 문서화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작동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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