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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Recently, a series of large social disasters have led to a lot of research to prevent social 

disasters as well as natural disasters and reduce damage. However, this paper aims to select the types 

of social disaster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focus on and create basic data for effective counter-

measures and mitigation efforts. Method: Among 43 types of disaster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11 types of disasters were selected and collected to select the 

main types of disasters, and risk types were derived by region with risk maps. In order to derive the 

risk map, each detailed index was rescheduled to be 0-1 and weights were determined through entropy 

technique. Result: As a result, about 41% of the major disaster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ere consistent, and the rest of the major types were disasters that could 

not be obtained or have not occurred in the past 20 years. Conclusion: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n effective prevention and recovery plan for social disasters through this study, it was intended to 

present social disaster-focused disasters for each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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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최근 대형 사회재난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피해

를 저감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 중 대부분이 일부 사회재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회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43종 재난 중 중복 

또는 발생 이력이 없는 재난 등을 제외한 후 중점유형을 선정하기 위해 11종의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데

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위험지도로 지역별 위험유형을 도출하였다. 위험지도를 도출하기 위해서 각 세

부지표를 리스케일링하여 0 ~ 1로 정규화를 하였으며 엔트로피 기법을 통해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연

구결과: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중점재난과 약 41%가 일치하였으며 나머지 중점 유형

은 원자력사고, 공동구 사고 등 정보를 취득할 수 없거나 최근 20년 동안 발생하지 않은 재난이었다. 결

론: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사회재난의 효과적인 예방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별 사회재난 

중점재난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핵심용어: 사회재난, 위험지도 , 엔트로피, 리스케일링,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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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사회재난의 유형은 총 43종으로 이를 토대로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저감 하고자 다양

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재난연감을 바탕으로 최근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피

해와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안전지수, 지역안전도 , 국가안전대진단, 

재난관리평가 등이 수행되고 있으나 집중유형 6종을 대상으로 하거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사회재난을 전반적으로 관

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 안전도 진단 모델 중 지역안전도는 지자체에서 자연재난을 대상으로 하고 재난관리평가는 행정부서의 재난관리 역

량만을 진단하는 체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고 있는 지역 안전지수는 지역의 통계 데이터를 바

탕으로 객관적으로 분석, 진단하여 1 ~ 5등급으로 안전수준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지역 안전지수는 교통, 화재, 범

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을 대상으로 진단이 이루어지며 공표된 43종의 재난 중 화재, 감염병 2개 유형만 포함되어 있어 포

함되지 않은 사회재난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Cho et al., 2018; Cho et al., 2017). 따라서 사회재난 안전도를 진단하기 

위해서 위험지표의 통계적 자료를 이용해 재난유형을 분석한 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법으로 고시된 43종의 

사회재난 유형들의 레벨 및 카테고리들이 상이하여 재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재난 43종 중 과거 이력이 없거나 일어날 위

험성이 희박한 재난 유형은 연구에 불필요하므로 사회재난 유형을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사회재난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난 유형별로 대형 화재가 가장 많았으며, 해양사고, 산불, 가축전염병 순으로 

발생하였다. 229개 지자체 중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168개였으며 강릉시(5건), 포항시(4건)순으로 가장 많이 일어

났다. 산악지역이 대부분인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불재난이 주로 발생하며, 항구가 많은 도시는 해양 선박사고가 많이 일어

나는 등 지자체에 따라서 사회재난 유형이 상이하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도별 중점재난을 선정하여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20년 동안 발생 이력이 없거나 원자력 사고와 같이 시설관리 주체

가 공공기관인 재난을 포함하고 있다(Choi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촉구하기 위

해 사회재난 대상 유형의 재선정과 지자체별 중점재난을 재선정하여 기존의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중점재난과 비교하여 유

형 추가 및 교체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대상유형 선정 

법령으로 고시된 사회재난의 정의는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Ha et al., 201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중점재난을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

으므로 사회재난 전체가 아닌 주요 사회재난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취지에 맞게 먼저 유형 재분류 및 재선정을 진행하였다.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에서 정의한 사회재난 42종 중 15년간의 재난연감을 분석하여 대상 재난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다음 

Table 1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분류하고 있는 주요 사회재난 유형 및 재난 발생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사회재난 43종 중 효과적으로 안전도 진단을 하여 예방 및 대응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유사한 재난특성을 분

석하여 재분류 및 통합하여 대상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사회재난 중점 유형을 선정하기 위하여 ① 과거 재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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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9년간(2000년 ~ 2018년)간 재난 발생 및 피해 이력이 없는 재난, ② 시설관리 주체가 지자체가 아니거나, 피해경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미미한 재난, ③ 재난의 발생원인 및 발생형태가 유사하여 타 재난과 지표가 중복되는 재난, ④ 시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이 없어 중점재난 선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난을 제외하여 유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중점 유형 

Table 1. Major types of disasters and status of occurrence

재 난 유 형 및 주 관 부 처 관 계 법 주 요 발 생 현 황

① 감염병 재난(복지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코로나(20.12 ~ 현재): 확진자 75,521명, 사망자 1,360명

- 메르스(15.05): 확진자 186명, 격리자 17천 여명, 사망자 38명

② 가축질병 (농림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 ASF(아프리카돼지열병) (19.09 ~ 현재): 

- AI(조류인플루엔자) (18.1.1. ~ 4.30): 전남 등 5개시도, 15개 시군 5,862,386

마리

- FMD(구제역) (19.01.28 ~ 03.31): 경기, 충북 2개 시도, 2개 시군구 가축매

몰 2,272두

③ 수질분야 환경오염 사고(환경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먹는물관리법

- 낙동강 강준치 어류폐사(16.2.7 ~ 16.3.15) :468마리 폐사

- 강원도 화천군 화천천(14.3.9): 산천어 36만여 마리 폐사

-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20.7.13)

④ 공연장 사고(국토부 등)

  - 건축법

- 사당 종합체육관 붕괴사고(15.2.11): 부상 11명

- 성남 공연장 붕괴사고(14.10.17): 사망 16명 부상 11명

⑤ 다중 밀집시설 재난(행정안전부 등)

  - 소방기본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용산 상가 붕괴 사고(18.6.3): 부상자1명

- 김포 요양병원 화재(19.9.24): 사망 3명, 부상 56명

-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18.11.24): 각종 통신 장애 은행, 카드, 증권 금융 서

비스 중단

⑥ 해양 선박 사고(해수부)

  - 해사안전법, 수난구호법

- 제주도 서귀포어선 전복사고(19.11.26) : 사망3명, 부상 10명, 실종 1명 

- 제주도 어선 대성호 화재사고(19.11.19) : 사망 3명, 실종 9명

⑦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해수부)

  - 해양환경관리법

  -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 부산 오션탱고호 좌초 유류유출사고(16.4.17): 기름38kL 유출

- 부산 목도현대브릿지호 유류유출사고(14.12.28):  벙커C유 33.52kL 유출

⑧ 사업장 인적사고(국토부)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인천 남동공단 화재사고(18.8.21): 사망 9명, 부상 5명

- 세종시 건설현장 화재사고(18.6.26): 사망 3명, 부상37명

⑨ 지하철사고(국토부)

  - 도시철도법

  - 철도안전법

- 상계역 전동열차 추돌사고(20.6.11): 경상 5명

- 발산역 전동열차 탈선사고(20.5.24): 인명피해 없음, 스크린도어 일부 파손

⑩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환경부)

  - 화학물질관리법

- 경기도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21.1.13): 중상 2명, 부상 4명

- 경북 구미 KEC 공장(20.7.21): 부상7명

⑪ 원자력안전 사고(원안위)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원자력 손해배상법

-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11.3.12):인적피해 및 환경손상 등

-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86년): 초기 사망 31명, 4년후 300여명, 발전소 

30km이내 13만여명 이주

⑫ 공동구 재난(국토부/산업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여의도 공동구 화재(00.2.18)부상 2명 9개 은행입출금 마비, 2천 3백여가구 

전력공급 중단(13시간) 등 

⑬ 산불(산림청)

  - 산림보호법

- 강원 고성산불(20.5.1): 산림 80ha

- 경북 안동산불(20.4.24): 산림 800ha

⑭ 미세먼지(환경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미세먼지로 인한 잿빛 하늘(19.12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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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에 있어 제외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최근 통계 데이터 분석결과 발생확률이 현저히 낮은 재난을 대상유형으로 선

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② 지자체의 경감노력과 취약성 저감을 위한 예방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

하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기반시설의 마비 및 테러, 항공기 사고와 같은 극

한재난은 공공기관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어 지자체의 노력이 미비한 재난은 연구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제외하였

다. ③ 같은 범주 안에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재난은 통합하여 중복재난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④ 지자체의 노력에 해

당되는 것은 대부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명, 재난피해가 아닌 환경적, 사회적 피해가 중점인 재난은 제외

하였다. 다음 Table 2는 재난 유형별 제외 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 Reasons for exclusion by disaster type

구분 재난유형 제외사유

1 보건의료 사고 ②,③

2 학교 및 학교시설 사고 ①,③

3 정보통신 사고 ①,②,④

4 교정시설 재난 ①,②,③

5 문화재 시설 사고 ③

6 금융 전산 및 시설사고 ①,②,④

7 GPS 전파혼식 재난 ①,②,④

8 접경지역 사고 ①,②,③

9 우주물체 등의 추락, 충돌 ①,②

10 정부주요시설 사고 ①,②

11 전력 사고 ②,③

12 고속철도 사고 ②

13 도로터널 사고 ①,②

14 내수면 유도선 사고 ①

15 저수지 사고 ①,②

16 댐 사고 ①,②

17 원유수급 사고 ②,③,④

18 가스 수급 및 누출사고 ①,③

19 육상화물운송 사고 ②

20 항공운송 마비 ①,②,④

21 항행안전시설 장애 ①,②

22 항공기 사고 ①,②

23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①,②

24 테러 ①,②

25 공동구 재난 ①

다음과 같이 제외한 유형 이외에 도출된 19종의 사회재난 유형 중 식용수 사고와 수질분야 환경오염 사고와 같이 중복이 

발생하는 유형의 경우 단일 재난으로 통합하였다. 식용수 사고, 수질분야 환경오염 사고 는 수질분야 환경오염 사고로 통합

하였으며 지역축제, 경기장 발생사고, 공연장 발생사고는 공연장 발생사고로 통합하였다. 또한 다중 밀집시설 화제, 다중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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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건축물 붕괴 사고는 다중 밀집시설 재난으로 통합하고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해양 선박 사고, 해양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는 해양 선박 사고로 통합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위험물 사고 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통합하였

으며 Table 3은 중복유형을 통합한 최종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대상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3. Comparison table of disaster types from this study and existing research

구분 기존연구 본 연구 비고

1 감염병 재난 감염병 재난 -

2 가축질병 가축질병 -

3 식용수 사고
수질분야 환경오염 사고 2가지 유형 통합

4 수질분야 환경오염 사고

5 지역축제

공연장 사고 3가지 유형 통합6 경기장 발생사고

7 공연장 발생사고

8 다중 밀집시설 화재
다중 밀집시설 재난 2가지 유형 통합

9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사고

10 해양 선박 사고
해양 선박 사고 2가지 유형 통합

11 해양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12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13 사업장 인적사고 사업장 인적사고 -

14 지하철 사고 지하철사고 -

15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가지 유형 통합

16 위험물 사고

17 원자력안전 사고 - 삭제

18 산불 산불 -

19 미세먼지 - 삭제

시·도별 사회재난 중점 유형 선정

지표 정규화 방법

등가 사망자수

지자체별 중점 재난 유형을 선정하기 위해서 각 유형당 최근 10년간의 사망자수와 피해금액을 분석하였다. 피해금액지수

는 10년간의 총 피해금액의 합으로 산정하였으며 인명피해지수는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로 산정하였다. 여기서, 사망자와 부

상자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 등가사망자수를 사용하였다(Nam et al., 2013; Song, et al., 2020). 등가사망자는 국

토교통부에서 철로 안전성 평가 및 선로 사용료 할증 계산을 위해 도입한 방법이다. 또한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위험사건의 

발생가능성과 발생에 따른 심각도를 산출하여 조합한 후 위험도를 평가하며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중상자, 경상자에 대한 가

중치를 적용하여 사망자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때 철도 안전성 평가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는 사망자 1.0, 중상자 0.1, 경상

자는 0.005를 사용하였으나 사회재난 대상 유형 통계 DB에서는 중상자와 경상자의 구분 없이 부상자 단일 통계만 존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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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중간값인 0.05를 사용하였다. 

가중치 부여 방법

엔트로피 기법 

위험지표만을 분석하여 위험도를 나타내어 중점재난을 선정하기 때문에 각 지표의 가중치를 결정하여 위험지도를 도출

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은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엔트로피기법을 사용하여 가중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엔트로피 기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도출

하는 정량적 방법이며 각 지표의 빈도수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엔트로피 기법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선정

하는 방법은 먼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렬을 구성하고 각 지표의 세부지표를 정규화한다. 정규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각각의 엔트로피 값을 계산하여 지표간의 가중치를 결정한다(Seong, et al., 2016). 

엔트로피 기법은 행렬로부터 가중치 벡터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각 지표간의 편차가 큰 것은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편

차가 작을수록 가중치를 높게 선정한다. 가중치를 선정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으며 D는 대안-속성 행렬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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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가 된다. 가중치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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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경우 발생건수가 인명피해와 동일하며, 재산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지표로 활용하지 않았으며 미세먼지의 경

우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산정할 수 없어 중점 재난 선정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원자력 사고의 경우는 사망자수, 재산

피해액 등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데이터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지자체별 위험지표 분석

각 사회재난 유형별 발생건수, 사망자수, 재산피해액 등을 최근 10년단위로 조사하였다. 다음 Table 4는 유형 별 지표들을 

나타낸 것이며 행안부에서 발행한 재난연감, 통계청 등 국가 통계DB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위해 인구 1만명당 사고 건수로 가중치를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Song et al., 

Table 4. Status of occurrence by type of social disaster

　

감염병 가축질병
수질분야 

환경오염사고
다중 밀집시설 재난 공연장 화재사고

확진자

수

(명)

사망자

수

(명)

피해

가구

(가구)

재산피해

(억원)

발생

건수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명)

재산피해

(억원)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명)

부상자

수

재산피해

(억원)

서울 213,806 302 0 - 43 6 11 718.63 20 0.05 1 0.087952

부산 101,527 100 91 7.3 26 1 - 0.98 6 0 - 0.046399

대구 69,773 64 10 6.3 18 2 3 472 4 0 - 0.038177

인천 79,628 95 366 800.3 38 2 5 14.85 5 1 - 0.038789

광주 47,557 19 1 8.4 34 1 3 0.3 4 0 - 0.021543

대전 41,777 24 1 17 39 1 - 1.6 2 0 - 0.000151

울산 40,542 27 11 2 22 1 - 14 1 0 - 0.001656

세종 6,446 3 4 78 12 - - - 0 0 - 0

경기도 337,832 312 399 10122.44 361 8 22 1677.6 17 0 - 0.161011

강원도 48,618 73 56 2326.7 110 1 　 42 10 0 - 0.199794

충청

북도
41,680 31 383 1641.3 85 2 30 63.7 3 0 - 0.000985

충청

남도
61,725 78 517 4072 99 2 1 10 4 0 - 0.001774

전라

북도
65,128 84 99 308 74 - - - 5 0 - 0.010098

전라

남도
65,660 87 71 289 49 3 25 16.7 2 0 - 0.045275

경상

북도
71,443 93 2163 3563 81 3 20 28.9 10 0.1 2 0.201043

경상

남도
113,462 110 78 234 137 3 50 7.2 10 0.1 2 0.253445

제주도 24,197 27 34 8.4 - - - - 3 0 - 0.0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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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로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점재난을 선정하여 사회재난 예방과 빠른 대응

을 위한 지자체의 경감노력을 촉구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구밀도, 취약계층 등 취약지표에 따른 가중치는 부

여하지 않고 각 위험지표 사이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시·도별 사회재난 중점 유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Table 4. Status of occurrence by type of social disaster (Continue)

　

해양선박 사고 해양오염사고 사업장 인적사고 지하철 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산불

발생

건수

사망

자수

(명)

재산

피해

(억원)

발생

건수

총

유출량

(KL)

발생

건수

사망

자수

(명)

재산

피해

(억원)

발생

건수

사망

자수

(명)

재산

피해

(억원)

발생

건수

사망

자수

(명)

재산

피해

(억원)

발생

건수

사망
자수
(명)

재산
피해

(억원)

서울 - - - - - - - - 1 - 28 - - - 96 - 1.219353

부산 1 27 - 543 852 - - - - - - - - - 125 - 11.11466

대구 - - - - - - - - 1 - 139 - - - 60 - 0.672722

인천 2 17 - 179 393 1 9 - - - - - - - 165 2 1.525952

광주 - - - - - - - - - - - - - - 33 - 0.191747

대전 - - - - - - - - - - - - - - 63 1 0.976188

울산 - - - 221 726 - - - - - - - - - 101 - 13.387571

세종 - - - - - 1 3 - - - - - - - 27 - 0.390089

경기도 - - - 70 25 3 12 1 - - - 1 - 50 701 3 11.427061

강원도 - - - 175 162 - - - 2 1 269 - - - 540 4 368.217751

충청

북도
- - - - - - - - - - - - - - 237 5 2.14102

충청

남도
- - - 125 192 - - - - - - 1 - 1 216 5 2.761047

전라

북도
1 3 - 118 65 - - - - - - - - - 188 - 2.059256

전라

남도
3 300 - 633 1,893 - - - 1 1 17 - - - 376 6 5.571214

경상

북도
3 14 5 136 306 - - - 1 2 　 1 5 554 672 9 62.031834

경상

남도
5 21 4 283 354 1 6 - - - - - - - 419 3 7.220494

제주도 1 15 3 208 336 - - - - - - - - - 3 - 0.082125

지자체 중점 유형 선정

지자체 중점 유형을 선정하기 위해서 각 유형별 위험지표에 가중치를 선정하여 게산하였으며 세부지표로는 발생건수, 사

망자수, 재산피해액 등으로 결정하였다. 지표당 가중치를 선정하기 위해 엔트로피 기법으로 가중치 선정 후 리스케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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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vestock disease b. Infectious disease

c. Concert hall accident d. Multi-density facility fire

e. Human accident at work f. Forest fires

Fig. 1. Risk map for each type of social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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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Water pollution h. Railway accident

i. Marine ship accident j. Marine pollution accident

k. Chemical spills

Fig. 1. Risk map for each type of social disaster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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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사이의 값으로 정량화를 진행하였으며 가중치와 정량화된 지표를 곱하여 최종값을 계산하였다. 다음 Fig. 1(a ~ k)은 재

난 유형별 위험지도를 나타낸 것이며 1 ~ 10등급으로 위험을 표현하기 위해서 등간격으로 시각화 하였다. 또한 Table 5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사회재난 중점유형을 정리한것이다.

Table 5. Types of Social Disaster Focus by Local Government

행정안전부 본 연구 일치 유형

서울특별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정보통신 감염병,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

부산광역시 해양오염 사고, 감염병 해양오염 사고 해양오염 사고

대구광역시 지하철 대형사고 지하철 대형사고 지하철 대형사고

인천광역시 감염병 공연장 화재,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

광주광역시 공동구 사고, 원자력 사고 - -

대전광역시 고속철도 대형사고, 원자력 사고 - -

울산광역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해양오염 사고 -

세종특별자치시 원자력 사고 - -

경기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감염병, 가축 전염병, 수질 환경오염,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강원도 산불 산불, 고속철도 사고 산불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 -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가축전염병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 -

전라남도 해양선박사고, 전력사고 해양선박사고, 해양오염사고 해양선박사고

경상북도 다중밀집건출물 붕괴, 원자력 사고
가축 전염병, 해양선박사고, 지하철 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산불
-

경상남도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해양선박사고,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산불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선박사고 해양선박사고 해양선박사고

결 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대형 사회재난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회재난 유형별 전문교육을 신설하여 중점재난을 관

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중점 유형과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중점 유형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전남, 경남의 재난 유형이 일치하였다. 위험지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지도를 작성한 결과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재난유형과 약 41% 일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재난 유형 중에는 정보통신사고, 공동구

사고, 원자력사고, 댐 붕괴 사고 등 최근 20년간 발생하지 않은 재난을 포함하고 있어 재난 유형의 추가 및 삭제를 위한 재검토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중점재난은 사회재난의 효과적인 계획수립 및 관리를 위해서 유의미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획득을 시군구 단위로 확대하여 사회재난 중점 유형을 선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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