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4호 2012. 12, 논문 pp. 247~262.

247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민참여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상과 정책과제*
- 홍수재해를 중심으로 장명준**․강창덕***

1)2)

Citizen Participatory Disaster Management Planning for
Adapting Climate Change*
- Focusing on Flood Myungjun Jang**․Chang-Deok Kang***

：기후변화는 새로운 재난관리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가운데 단시간
에 공간적으로 집중하는 국지성 강우에 대한 대처가 중대한 현안이다. 2011년 서울시 수해는 현재의
수해방재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사례는 도시계획, 방재, 그리고 미래의 도시 관리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시민참여에 의해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이 가능함을 동
시에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
하였다. 첫째, Web 2.0을 활용한 실시간 침수 상황지도 구축을 구상한다. 국지적 특성을 고려한 침수
지도의 작성은 인터넷 및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상호작용(interactive)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소통과 정보 교류를 통해 실시간으로 침수지도 작성이 가능하다. 둘째, 국내 사례와 해외의
대표적인 사례인 호주의 퀸즈랜드(Queensland) 지역에서의 Social Media의 활용사례 및 미국 연방재난
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Social Media의 활용정책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Social Media를 활용한 재해관리시스템의 모형과 침수지도의 사례를
검토한 후 시민참여형 재해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주제어：시민참여형 재해관리시스템, 기후변화, 국지성 강우, Web 2.0, Social Media
ABSTRACT：The Climate change requires a new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many society of
요약

the world. Most of all, the localized torrential rainfall causes serious problems in many urbanized
areas. Especially, Seoul’s heavy rain disaster in summer 2011 showed a limit of the curr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because of heavy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However, the event threw
light on new directions what we can do better for disaster management system. Whilst the traditional
media delayed reporting local conditions and accidents because of localized heavy raining situation,
new media (so called social media such as twitter) effectively shared information including traffic
jam and road blockage. This shows that the amalgam of information science, urban planning and
citizen participation can develop very effective urban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refor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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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roceeds to achieve following goals. First, this study tries to design flood maps using the
concept of web 2.0. The concept of web 2.0 is based on the information sharing, interoperability
and collaboration on the World Wide Web. Secondly, this study analyze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aster cases which were using social media as a tool of disaster relief. Moreover,
this study examines FEMA’s policy on Social Media for disaster management. Lastly,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the conceptual participatory disaster management system equipped with
informational technology and democracy as well.
Key Words Participatory Disaster Management System, Climate Change, Localized Torrential
Rainfall, Web 2.0, Social Media

：

Ⅰ

. 서론

기후 변화는 새로운 재난대비시스템을 요구하
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가운데 단
시간에 공간적으로 집중하는 국지성 강우가 중대
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7월 26일 서
울시에서 발생한 홍수사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신
속하고 효과적인 대안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제
기하는 계기였다. 2011년 수해의 가장 큰 특성은
피해의 공간적 범위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침수피해지역이 지방재정기반이 낮은 저
소득층 거주지역에 집중된 반면 2011년 여름 국
지성 강우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높고 재해대비시
설이 비교적 나은 고소득층 거주지역에 광범위한
피해를 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두 번째 특징은 홍
수 피해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다. 그동안 홍수에
대해 시민은 주로 정부의 대책에 의존하였지만,
2011년 국지성 강우에 의한 침수와 강물 범람의
현장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직접 확산, 공유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른 스마트폰
사용자 및 인터넷으로 연계하여 대응의 속도 및
효율성 측면에서 일반적인 하향식 대응시스템보
다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1년 서울시 수해는 도시계획, 방재, 그리고
미래의 도시 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재난
대비시스템이 필요하며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시민참여에 의해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 구체적인 시
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피
해는 예측하기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즉, 공간적
으로 강우와 그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각 지역적 맥락에 따라 피해 정도가 크게 다르다.
둘째, 재해와 피해가 공간적으로 집중되므로 국
지적 특성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이 미흡한 기
존의 대책으로 현재 직면한 재해에 대한 대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 정부주도 하향식
수해정책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재해에 대한 대처
에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2011년 서울시 수해
대처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나온 정보는
그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인 반면에 스마
트폰 등을 이용한 시민의 제보는 실시간으로 미
시적인 공간 정보를 전파했다. 따라서 향후 새롭
게 전개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정보통신기술과 결합
된 시민의 참여, 국지적 맥락을 반영한 재해 대책
을 근본적으로 모색할 시점이다. 도시계획의 출
발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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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자연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국지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나고 있는 현 시대의 재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정보수집과
재해대응에 활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 필
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기존 연구와 사례를 검
토한 후 크게 국지적 특성을 고려한 침수지도 구
축, Social Media를 이용한 실시간 침수 상황지도
구축, 그리고 침수지도를 활용한 침수 대비책으
로 나누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관
련 연구와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 국
지적 특성과 SNS를 활용한 서울시 침수지도 시
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한다. 끝으로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결론과 함께 제안한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SNS를 포함한 Web
2.0을 활용한 실시간 침수 상황지도 구축을 구상
한다. 둘째, 국지적 특성을 고려한 침수지도의 작
성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및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상호작용(interactive)에 의한 Web 2.0을 활용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사례와 해외의 대표
적인 사례인 호주 QueensLand 지역에서의 Social
Media 활용사례 및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Social Media 활용정책에 대한 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Social Media를 활용한 재
해관리시스템의 모형 제시와 침수지도의 사례를
검토하여 새로운 방재시스템 구상을 제시한다.
기후변화에 의한 도시 침수 문제가 시급한 사
안이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형태의 재난관리시스템을 제시하는 논의
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후변화

에 의한 침수가 갖는 성격과 이에 대한 다양한 국
내외 대응을 살피고 이를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
인 형태의 재난관리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 선행연구 검토

1. 기후변화와 재해
기후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다.
기후변화란 인간 활동 및 개발에 따른 이산화탄
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전지구적인 기후
변화를 의미한다. IPCC 4차 보고서(2007)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0.74℃ 상승했
으며 이러한 기온 상승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
이라고 예측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산화탄
소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기온
역시 지난 100년 동안 약 1.7℃가 상승했다. 이러
한 기후변화는 많은 자연재해를 초래한다. 2000
년에서 2008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기후변화에
기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북미의 경우는 약 450억
달러, 아시아의 경우는 220억달러 그리고 유럽의
경우는 130억달러 이상이었다(IPCC, 2012).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재해는 앞으로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별한 대책이 나타
나지 않는 한 전지구의 1/3 이상이 홍수의 위험
에 노출되고 있다. 즉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는 현
재진행형이며 앞으로 더욱 많은 재해에 대처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재해의 대상은 상당히 불특정하고
재해의 양태가 다양해지며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과거의 재해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계획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형성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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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재해/재난의 대비가 영향을 미친다. 하지
만 현재 나타나는 재해의 경우는 그 대상이 불특
정할 뿐만 아니라 장소 역시 불특정할 경우가 많
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비를 하지 못한 자연재
해는 도시의 물리적 시설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 위생 그리고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한다
는 점이다. 둘째,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가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 자연재해는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심우
배, 2009; 국립기상연구소, 2009). 마지막으로 기
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강도가 과거보다는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특히, 재해가 짧은 시간에 국지
적으로 집중될 뿐만 아니라 예측도 어렵다는 것
도 심각한 문제이다. 물론 현실의 재해가 모두 기
후변화에 의한 것은 아니겠지만 기후변화에 의해
자연재해가 더욱 공간적으로 집중하고 강해지는
특성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중호우에 의
한 우리나라의 피해를 통계로 설명하면, 지난 20
년 동안 강수량은 7% 증가하였지만 강수일수는
14% 감소하였으며 하루 8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빈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김병식․윤
석영, 2010). 일례로 2011년 서울시 집중호우 사
태는 앞으로 나타날 집중호우가 기존의 접근방법
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우리나라의 재해대비시스템
우리나라는 4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자연
재해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지
속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양태의 재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 상황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가장 중
요한 과제로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난/재
해시스템의 가장 주요한 골격은 재난및안전관
리기본법 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재난
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건
으로 동법 제3조에서는 재난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재난의 정의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
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
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
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
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출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장 제3조
<표 1>

위의 정의 아래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
사고, 그리고 사회적 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한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우리나라의
재난에 대비한 하드웨어적인 기술적 수준은 상당
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뛰어난 IT 기술과
재난 대비 관련 기술의 융합은 유비쿼터스 도시
개발의 핵심적 요소이며 u－방재를 구현하기 위
한 노력을 하고 있다. u－방재는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토를 조
성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첨단 방
재시스템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김현주 외,
2008; 김남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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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해와 재난의 발생은 예고 없이 발생
한다. 즉, 재난 상황에적절히 대응하기위한훈련
매뉴얼이 있더라도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는 완전
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특
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 제도적 규제는 사전
적 재난 예방이기보다는 사후적 재난관리이므로
매년 피해 발생이 크다(정극원, 2011). 이러한 재
난대응시스템은과거재해양태에대한대응일뿐
현재다양한양태로나타나고있는자연재해에적
절하게 대비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재난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의 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즉 대책을 세우는 기관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
역의 주민들 간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하향
식 시스템의 경우는 직접적인 소통이 아닌 매뉴
얼에 의한 조치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도
출하지 못한다. 특히,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자연
재해의 대처에 매뉴얼로 지정된 하향식 시스템은
적극적이고 적시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
매뉴얼에 의한 하향식 대응은 국지적 맥락에 따
라 피해가 달라지는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재해시스템 패
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겪는 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의 수해에 대비한 시스템
은 대부분 도시화의 급진전에 따른 비계획적 하
천 정비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제방 중심
의 홍수 방어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병식,
2009). 하지만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기후의 패턴
이 계속 변화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극한강우
의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2009년
이후 장마의 시작과 끝을 예보하지 않고 있다. 이
는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우의 대부분이 국지성

호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총체
적인 변화에 김병식(2009)은 정부 주도의 완벽한
홍수방어의 불가능성을 지적하며 하향식 방재가
아닌 상향식 방재의 융합을 주장한다. 즉, 지역
공동체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졌
을 때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역 재해 예방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 심우배(2010)의 경
우,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연재해의 도
시적응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토지이용계획과 공간
계획을 고려한 시스템적인 대응이 보다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았다. 정지범(2009, 2010)
의 경우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재해 대
응과 예방을 주장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
스템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결국 국지적으로 일
어나는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
역공동체 중심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증
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많은 연구들은 현재의 재해대책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기존과 다른 패러다임의 구축을
통한 재해의 예방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였다. 결국 효율적인 재해
예방과 대응의 주체는 중앙 정부 및 해당 지역 정
부에만 있는 것이 아닌 시민이 주축인 시민 사회
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이념상 민주적 절차로서의 시민 참여
가 아닌 자연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새로운 재난관리시스템의 등장을 의미한다.
3. 새로운 재난관리 패러다임과 Social Media
에 의한 시민참여
많은 연구들이 재해대비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
임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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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재해/재난시스
템의 전면적 개편이 아니라 기후변화 등 현재 나
타나는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에 따른 효과
적인 대비를 해나갈 수 있는 변화의 모색과 시도
라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인터넷 기반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은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불특정
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해 패턴에 효과적으로 대
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향식 시스템
으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재난을 구체적이고 실
질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를 실시간 의사
소통을 이용한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해 대응을 위한 쌍방향 의사소
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해대비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는 우선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국토의
면적이 큰 만큼 다양한 자연재해를 겪고 있다. 따
라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미국 연방
차원의 재난 및 재해에 대비, 대응 그리고 극복을
위한 최상위 기구인 FEMA의 대책을 보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미국 FEMA는 재해관리 및 구호에 있어서
Web 2.0을기반으로하는거의모든Social Media
를관심의대상으로놓고이를이용하려는구상을
가지고 있다. <표 2>는 현재 미국 FEMA에서 활
용하고 있는 Social Media의 사례이다.
이러한 FEMA의 Social Media 활용은 Web
2.0의 발달에 힘입어 재해관련 업무에 관한 소통
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해에 대한 정보의 생성과 공유가
단순히 정부기관에서만 주도하는 것이 아닌 일반
사용자들의 정보 생성과 공유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향식시스템으로의변화이다(US Government,
2010). FEMA가 Web 2.0을 이용한 재해 시스템

FEMA에서 사용하는 Social Media의 종류 및 설명
종류
설명
대표적 사례로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급한 상황이나 구난 정보를 전달하는
텍스트 메시지(SMS) 휴대폰이용의
방법
인터넷 공간에 여러 상황에 대한 코멘트를 올리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
사회적 관계망(SNS) 일정한
는 방법. 사례) 페이스북
140자 이하(영문)의 단문 메시지가 이에 따르는 정보 공유자에게 공유되는 일종의 관계망
트위터(Twitter) 서비스를 의미.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실시간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인터넷 웹을 기반으로 하여 웹사이트에 그래픽 아이콘을 추가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통시키
위젯(Widgets) 는 방식을 말함. 다양한 종류의 위젯이 있으며 시급한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유저들에게 전
달할 수 있음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비디오나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방식. 대표적으로
비디오/사진 공유 사용자들이
YouTube, Flickers 등이 있음
생산되는 제품군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으로 다양한 종
팟캐스트(Podcasts) 애플사에서
류의 의견 및 정보의 교환을 할 수 있음
자료: FEMA Press, 2009, Use of Social Media Tools at FEMA1)

<표 2>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http://www.fema.gov/pdf/hazard/hurricane/2010/hurricane_week_social_medi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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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난에 대한 정확하
고 신속한 정보의 소통이다. Web 2.0에 기반한
Social Media는지역사회에서더욱효과적으로소
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나
타나는 자연재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즉각
적으로대응할수있는새로운도구로서활용되고
있다(FEMA, 2011). 즉, Social Media는 양방향
소통을통해보다직접적이고실질적인정보의공
유의확산에큰역할을하고있다. 이밖에Web 2.0
을이용한운영의부가적인혜택은FEMA 운영에
있어서투명성과공정성확보그리고공공의목소
리와 의견경청 등이다(DHS, 2009).
FEMA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는 미국 사회의 변화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
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관계망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대용량의 다양한 정보교환이 가능해지
고 있다. 이제 많은 정보가 전문가 혹은 공공관청
이 아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
에 의해 생성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를 통해 습
득된 정보의 신뢰도 역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FEMA 등의 재난 관리자들은 Social
Media Service의 재난 대비와 대처에 활용하는
시스템 마련에 큰 관심을 가지며 현실정책에 반
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FEMA, 2010).
물론 Social Media를 통한 정보는 신뢰도 측면
에서문제가나타날수있다. 하지만이문제는같
은사실이나상황에대해실시간으로다수의참여
자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검증될 가능성도 높다.
반면, 큰 장점으로 정보의 확산과 공유의 측면에
서는 매우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때 정부의
역할은효율적인정보확산과더불어공공의개입
을통해보다정확하고빠르게정보를확산시키는
것이다. 특히일반대중은더이상정부주도의전

통적인하향식(top-down) 정보확산과공유를벗
어나 자신들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보를 확산시
키는 상향식(bottom-up) 시스템으로의 확대를
기대한다. 즉현시대에있어서재해및재난관리
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Web 2.0 기술발전과 더불
어 현실에서의 응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
는 상향식 시스템의 확대이며 Social Media라고
일컫는온라인기술의발달은시민참여를통해다
양한 정보의 습득과 소통을 현실화할 수 있는 새
로운패러다임을만들어가는하나의도구라할수
있다.
재해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Social Media의
역할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Social
Media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세계 각국의 대규
모 자연재해의 극복을 위한 Social Media의 활용
사례가 많이 소개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의 재해
대책 정책 당국자들은 Social Media를 실질적으
로 활용하는 재해관리 및 구호 시스템을 구상하
고 있다. Social Media가 사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아이티
와 칠레의 지진 그리고 일본의 지진해일 피해의
복구까지 다양한 활용 사례를 관찰할 수 있으며
Social Media의 역할은 그 범위에 있어서 제한이
많지 않아 정보 제공뿐만이 아니라 구호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까지 거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Ⅲ

. 시민참여형 재해관리시스템의 국내외 사례

1. SNS를활용한서울시국지성폭우피해지도
2011년 7월 28일 서울시는 국지적 폭우로 피해
가 속출하였다. 이에 서울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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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지역의 위치와 현황을 SNS로 전파하였
다. 그 결과는 인터넷상의 지도에 집계되어 SNS
를 이용한 시민의 침수지도를 완성하였다. 시민
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침수지도는 실시간으
로 전파되면서 해당지역 시민의 침수 대비를 위
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SNS를 활용한 실시간 침수 정보의 수집과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구체
적으로 침수지역 정보를 받은 시민들은 침수지역
을 우회하거나 대피하여 추가 피해를 줄였다. 실
시간 침수 정보의 공유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재
해대비시스템의 정보 지체를 보완할 수 있는 대
안으로 등장하였다. 향후 SNS를 활용한 실시간
정보의 수집과 전파는 급격한 기후변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신속한 대안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2011년 7월 26일에서 7
월 29일까지 우리나라 중부지방 대부분은 강한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를 입었다. 서울의 경우 7월
26일 171.0mm, 7월 27일 301.5mm, 그리고 7월
28일에는 115.0mm의 호우가 집중되었다. 이중
27일의 강우량은 일 최대 강우량으로 기록되었으
며 시간당 87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해 도시
중심부의 침수, 하천의 범람 그리고 대규모 산사
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나타났다(기상청,
2011; 소방방재청, 2012). 소방방재청(2012)의
재해연보에 따르면 이 시기동안 나타난 복구비용
의 총합계는 약 8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나타났
으며 서울의 경우 9백억 원 그리고 경기도의 경
우는 5천 8백억 원의 복구비가 지출되는 큰 피해
였다. 하지만 이런 재난 중에 나타난 하나의 트렌
드를 살펴보면 재해를 대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변화였다. 특히 트위터를 통한 실시간 재해
정보는 2011년 집중호우에 대한 대처에 많은 도

움을 주었다. 무엇보다 사진과 함께 전달되는
Social Media를 통한 정보는 첫째, 사용자가 도심
지의 침수지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둘
째,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시간의 절약이 가능했
다. 이와 더불어 수해 정보를 한곳으로 집중시켜
사용자들이 집중호우지도를 직접 만들어 각종 정
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형식의 시민 참여 방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2011년 당시 이러한 시민 참여
방식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환원되지는 않았지만
Social Media를 통한 상향식 정보전달의 효과성
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출처: Daum아고라와네티즌이함께만든‘폭우피해지도’
<그림 1>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누리꾼에 의해 제작된
폭우피해지도

<그림 1>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누리꾼에
의해 제작된 폭우피해지도이다. 이 지도에 2011
년 여름 서울시 수해 정보를 사진 등 다양한 형태
로 제공하여 한눈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서울시 커뮤니티 맵
서울시는 2011년 수해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는 수해대책을 마련하였다. 과거의
수해대책이 대부분 시설확충에 중점을 두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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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 커뮤니티 맵2)

티 맵 사이트 캡쳐

<그림 2> 서울시 커뮤니

2012년의 대책은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는 점이 큰 변화이다. 특히, 서울시는 2012년 5월
31일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협정을 맺고 수
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맵”
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개설하였다. 커뮤니티 맵
에서는 스마트폰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정보통
신 기술을 바탕으로 시민의 제보를 통해 행정력
의 공백으로 인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보하고 이러한 문제를 즉시
대처하는 예방적 기능과 더불어 재난 발생 시 신
속한 상황을 전달하고 대처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2년 5월 21일; 뉴스와이어,
2012년 5월 21일; 머니투데이, 2012년 6월 14일).
일례로 서울시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빗물받이
의문제를직접사진으로서울시에전송하고서울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에게 전송된 안건을
통보해 문제를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는 새로운 재해에 대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서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그림 2> 참조). 첫째,
수해방지 대책의 실행주체의 확대이다. 정부만이

수해방지의 실행주체가 아니며 시민 스스로가 주
체가 되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문제에 대해
직접참여를할수있다. 둘째, 즉시성의확보이다.
보다많은정보가보다손쉽게담당자에게전달되
며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의
확보이다. 사진 및 동영상 제보를 올리고 담당자
의 수리에 대한 답변을 통해 행정처리에 대한 투
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서울시, 2012).
3. 국지 특성을 반영한 침수지도 활용사례: 서
울시 구로구
침수 진행에 대한 실시간 정보수집과 더불어
사전에 국지적 공간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고 이를 지도로 만들어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하
다. 이는 침수 상황이 일어나기 전 주요 침수 예
상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비책을 마련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서울시 구로구의 침수지도는 2011년 7월 침수
발생 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크게 주목받고

2) 인터넷 포털 다음(http://campaign.agora.media.daum.net/communitymap/seoulflood/)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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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21조에 의해 지방자
치단체장은 침수이력지도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
나, 구로구청과 같이 체계적인 정보 관리와 대비
책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흔하지 않다.
2010년 추석 홍수 피해를 계기로 작성한 구로구
침수지도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3)
먼저 구로구 침수 지도의 제작 배경은 침수취
약지역을 파악하고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침수유형
을 하수역류, 토사유출,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로 구분하고 각 대응방안을 하수관 개량, 산
지정비사업, 하천보축 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구로구청은 물막이판, 역류방지시
설, 집수정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공
무원돌봄서비스도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다. 공무
원돌봄서비스는 1,767가구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
원을 지정하고 직원과 침수 가구주 간 휴대전화
연락처 공유와 상황 확인, SMS 자동통보시스템
으로 정보 전파, 침수 우려 가구에 대한 우선 지
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로구의 침수지도는 앞에서 언급한 가구별 침
수유형과 침수방지시설을 표기하여 한눈에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아울러 이
정보를 근거로 침수 이력을 관리하고 SMS 자동
통보에도 활용하고 있다. 침수 정보와 침수대비
시설에 대한 정보를 집약한 침수지도는 현재 열
람은 가능하지만 공개는 하지 않는다.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침수
이력이 공개될 경우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
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향후 구로구청은

침수이력 정보를 전산화하여 침수 정보의 확산과
침수 대비책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침수대비시스템에서 개선이 필요
한 것은 첫째, 사후 대응체계와 더불어 사전예방
차원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재난관리조직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현재 재난
발생 시 임시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재난 대비
정보 수집과 대비책을 마련하는 상시조직의 운영
을 통한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재
난 예방 활동에 대한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 중심의 시스템
운영을 넘어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정부-시민
네트워킹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
부는 시민으로부터 재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즉, 재해 피해는 국지적 특성에 의해 크
게 좌우되므로 지역적 맥락에 적합한 대안을 모
색하는 것이 투입자원의 효율성과 사후 재난 대
응 효과성을 높이는 주요 대안이 될 것이다.
4. 해외사례: 호주와 일본의 사례
Social Media를 활용한 재해 복구 및 관리의
해외 사례는 점차 많아지고 있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은 Social Media의
활용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 Social Media의
역할을 잘 볼 수 있는 사례로서 호주 퀸즈랜드
(Queensland)의 재해 대응 사례와 일본의 지진
해일 당시 Social Media의 활용사례를 살펴본다.
호주 퀸즈랜드 경찰청의 미디어행정국(Media
and Public Affairs Branch)은 2010년 5월부터

3) 구로구 침수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구로구청 치수과 곽영진 주무관의 이메일 인터뷰 답변을 토대로 얻었다. 곽영진 주무관의 조언에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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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usiness Insider, Jan. 3, 2011
<그림 3> 호주 Dalby, Queensland 수해 현장

다양한 Social Media 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를 시범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Social Media의 사용 목적은 주민과의 쌍방향 소
통의 활성화와 재해의 효율적인 대처이다. Social
Media의 본격적인 역할은 2010년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많은 양의 호우에서 나타났다. 12월 24일
에는 퀸즈랜드주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
며 이후 위험등급 1의 해양성 사이클론이 상륙하
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다. 또한, 2011년
1월 10일에는 홍수에 의한 피해가 퀸즈랜드 전역
에 발생하였다. 일련의 재해에 따른 피해로서 20
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퀸즈랜드주의 4
분의 3 이상이 침수되었다(<그림 3> 참조).
퀸즈랜드 경찰청의 Social Media 서비스는 연
속되는 재해의 대처에 있어서 정보 전달 및 극복
을 위한 정보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이는 인위
적인 정책적 노력이 아닌 주민과 정부의 자발적
노력으로 전통적인 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하는 효
과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Social Media의 빠른 정보전달력 및 효과성은긴
급상황에서잘 활용되었다. 정부로부터의일반적
인정보의전달과정은절차에따른시간상지연이

출처: Daily News, National Geographic, Mar. 15, 2011
<그림 4> 일본 지진해일 피해 현장

불가피하게 나타나지만 Social Media의 경우는
불필요한시간과과정의축소로긴급한상황의정
보전달력을 높일 수있는방법이라말할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미디어(TV, 라디오, 신문)를 접하
지못하는상황이나동떨어진곳에서의정보의접
근성에 있어서의 Social Media의 높은 활용도를
보여주었다(Queensland Police Service, 2011).
일본의 지진해일 상황 전달과 대응에서 Social
Media의역할역시주목할만하다. 일본의지진해
일은2011년 5월11일일본 해안에서 80마일 떨어
진 바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
례가 없는 큰 피해가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이러한 일본 지진해일 상황에서 Social Media는
효과적인정보전달을하는주요한역할을담당하
였다. 특히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지역에 거
주하는주민들에대한정보를많은이들에게효과
적으로전달하여다양한구호를제공하는경로역
할을 하였다. 한 사례로 트위터의 경우, 지진해일
이 나타났던 당시의 가장 많은 주제어는 일본의
지진해일에 관한 것이었으며 Social Media의 이
러한 주제어의 계속적인 노출은 일본 국내뿐만이
아닌전세계적인관심과도움을이끌어내는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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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Journalism.org, 2011). 또한, 유튜브 및
다양한 Social Medea를 활용한 실질적 사례는 재
해지역의 가족 생사여부 확인과 구호활동에도 이
용되었다(Social Times, 2011). 일본의 지진해일
사례는 Social Media의 영향력을 다시 한 번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다. 위의 사례를 통해 Social
Media의 가장 특징적인 역할은 Social Media를
통해위급상황의주민들스스로가빠른정보를신
속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신속한 정보전
달력이다. 전달된 정보는 일회성 정보로 끝나는
것이아닌토론과담론을이끌어내어사용자들사
이에커뮤니티를형성하여고립이아닌다양한소
통의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위의 사례를 정리하
면일본의지진해일로인한피해는아주충격적이
었지만피해에대처하는새로운모습을확인할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미디어와 함께 Social Media
는 새롭지만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할 수 있으며
미래 재해 대비에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Ⅳ

. 시민참여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상

이 연구에서 제시하려는 시민참여형 재해관리
시스템은자연재해에대한대비와사후대처과정
에시민의능동적인역할을적극받아들이는새로
운 구상이다. 즉 재해의 성격 변화와 정보통신기
술의 발전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재해의 예방과
사후 대응에 적합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서의 시민
참여가 핵심이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한 국내외
Social Media에 의한 시민참여, 서울시가 구축한
커뮤니티 맵, 구로구의 침수지도 사례 등이 주는
시사점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시민의 능동적 참여
와 정부의 재난대비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
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형 재해관리시스템 구

상이시급한 사안이다. 여기서시민참여형 재해관
리시스템의 기본방향, 개요, 운영방안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본방향
시민참여형 재해관리시스템의 기본 방향은 첫
째, 시민참여에의한 정보의 투입, 처리, 대응방안
을 위한 정보 활용이 시스템의 핵심이다. 국지성
기후에 의한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를 위해 국지
적공간정보가우선필요하다. 이를위해정부내
의 정보 통합과 함께 현장의 공간 정보를 시민의
참여와 협조 하에 수집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보
의분석에도시민의국지적지식이필요하므로분
석 결과에 대한 시민의 확인 또는 의견의 반영이
상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대응방안의 모색에
도 시민참여는 필수이다. 국지적 상황에 친숙한
시민의입장에서더욱효과적인대안의제시도가
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간 정보의 투입, 처리,
산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비슷한 국지
적강우에도피해정도는공간적으로크게달라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공간 요소들이 국지적
상황을 달리 만들기 때문이다. 가령, 지질과 경사
도 등 자연적 요소와 더불어 건물, 도로, 배수 체
계 등에 의해 국지성 강우에 의한 빗물의 흐름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은 각각 알고
있는 공간 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재난관리
를 위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
째, 이 시스템은지속적으로작동하는 상시체제로
자리잡아야 한다. 공간정보는 늘 변화된다. 따라
서정부와시민은변화하는미시적인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시스템 정보에 반영하
는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재난관리시스템의평
가와 그 결과를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는 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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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어야 한다. 끝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
대비 주체의 하나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
여야 한다. 그동안 재난대비체제에서 지방정부는
주도적인 역할을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이미앞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지성 강우가 잦아지는
기후변화형 재난 대비에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이 필요하다. 특히, 국지적 공간 정보를 수집, 분
석하고국지적맥락에적합한재난예방책과사후
대응에 지방 정부가 시민 혹은 주민과 더불어 주
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 시스템 개요와 침수지도
새로운 시민참여형 재난관리시스템은 크게 정
보의 투입, 처리, 산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아울
러 참여 주체의 측면에서는 정부와 시민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시스템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림으
로 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전반적인 구상을
설명해 보면, 우선 전체 과정은 정보 투입, 정보
처리, 정보 산출, 대응방안 등 총 4단계로 구분된
다. 정보 투입 단계에서 정부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건물, 도로, 배수관, 수해대비시설 등 공간 정보를
모으고 시민은 인근 지역이나 개인 소유 건물 등
에 대한 미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때, 서울시의
경우 이미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맵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공간 정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
여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음은 정보 처
리 과정인데 정부는 이미 구축된 정보를 분석하
되 시민은 정보 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 또는 국지
적 지식에 기반을 둔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 측의
정보 분석만으로 국지적 수준의 변화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 참여에 의한 정보 분석 개선
을 취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정보 분석 결과를 토
대로 국지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유형화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침수 유형을 하수역류,
토사유출,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로 구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지적 특성을 반영한 대응방
안 마련도 가능하다. 이 때, 정부 측의 정보 산출
에 대한 시민의 의견 반영도 필요하다. 최종적으
로 정부는 지역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침수가 발생하는 경우 시민이 SNS 등을 통해 실
시간으로 피해 지역을 알림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의 실행이 가능하다. <그림 5>는 시민참
여형 재난관리시스템의 개요도를 보여주고 있으
며 정부와 시민의 정보 소통과 의견 교환을 통해
쌍방향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기존 대
응과 크게 다른 점이다.

민참여형 재난관리시스템 구상도

<그림 5> 시

이미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시민참여형 재
난관리시스템에서 핵심은 공간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이다. 공간정보는 지도로 표현될 수 있는데
침수피해 정보와 결합한 침수지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지도는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첫째,
침수피해 상황과 구호소, 대피시설 등 대응방안
의 공간 정보를 결합하여 시민들에게 직관적인
대응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공간정보와 침수피해를 담은 공간 정보를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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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결합하여 제공할 경우 시민의 대응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국지적 정보
와 침수 패턴을 연계한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발전하고 있는 공간 정보 기반 통계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공간적 특성과 침수피해 간 관련
성을 규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침수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효과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침수피
해에 대한 대응에 따라 피해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대응방안이 더욱 효과적인
지 여러 해 동안 축적한 정보를 토대로 그 효과성
을 규명할 수 있다.
<그림 6>은 서울시를 사례로 침수피해와 대응
관련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도
이다. 이는 하나의 예시이며 향후 국지적 공간 정
보와 침수피해 정보를 결합한 침수지도의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를 보면, 2011년 7
월 네티즌이 보내준 침수 정보와 더불어 서울시
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피소, 빗물저류조, 구호소,
빗물펌프장에 대한 공간 정보를 하나의 지도상에
표시하였다. 앞으로 위치 표시와 더불어 각 항목
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개한다면 시민 개인의 대비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지도
는 앞으로 가구별 공간 정보와 지역사회의 환경
정보를 함께 담아 재해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방안 모색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2011년 침수지역 정보와 서울시 침수관련 시설 정
보를 토대로 필자 작성
<그림 6> 침수 관련 정보를 표현한 지도

Ⅴ

. 결론과 정책과제

이 연구는 최근 국지성 강우에 의한 홍수 피해
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새로운 시민
참여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상하였다. 아울러 정
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도시의 구체적인 공
간 정보와 더불어 피해지역에 대한 정보를 실시
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 침수피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국지적 정보와 실시간 정보 수집이 중요
하다는 점에서 시민참여가 필수적인 부분으로 등
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관련 연구를 검토
하고, 시민참여형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다음 시민참여
형 재난관리시스템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향후 새로운 재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
요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
째, 향후 재해관리는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을 위
해 상시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평시에 해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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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지리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침수로 인
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조치
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사전 조치가 적
절하게 이루어지고 국지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
리하여 대응방안 마련에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
해 Social Media를 활용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의 재난관리 상설기구가 필요하
다. 둘째, 앞으로 정보는 피해의 예방과 대응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
부는 시민과 더불어 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통한
대응 체계의 마련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물, 도로, 지형 등에 대한 내
부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뿐만 아니라 현장
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 처리해야 한다. 셋째,
정보는 대응방안과 직결되어야 한다. 정보 분석
을 바탕으로 실행방안의 구상과 효과적인 실행을
추구해야 한다. 국지적 상황과 미기후에 의한 집
중 호우 대응책은 맞춤형으로 만들어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넷째, 사후조치에 대
한 시한을 두어야 한다. 재난관리에서 늘 쟁점이
되는 것은 수해복구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것
이다. 심각한 경우 다음 해 수해가 나기까지 전년
도의 수해 복구나 대비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때문에 법제도적으로 재해 복구나 대비 완료 시
한을 정해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주민의 이해관계에 부정
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공표를 하지
않으면서 대응방안 모색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침수 위험 요소에 대한 지리정보를 수
집하여 공표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수집 시 관련 이해 당사자에게 정보
의 보안문제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시민참여가 보다 적

극적이고 적시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시스템의 개
편과 함께 정보제공자인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의
식이 필요하다. 특히, 자신의 참여가 다른 이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참여의식의 확
대와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시
민의 연계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되 역할 분담을
통한 효과적인 재난 대비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
다. 중앙정부는 전반적인 피해동향 파악과 재원
조달 등에 초점을 두고 지방정부는 국지적 정보
수집과 대응체계 구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
이다. 시민 혹은 주민은 사전에 국지적 정보의 제
공과 예방책 마련에 협력하고 사후에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민
참여형 재난 체계의 구상과 실행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재해의 성격
을 검토하고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의한 시민 참
여의 가능성을 반영한 시민참여형 재난관리시스
템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구상한
시스템은 여전히 초보적 형태이며 향후 국지적
맥락과 시민 참여의 현실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
인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구나 도
시 재난에서 국지적 강우에 의한 침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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