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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presented in this paper analyzes risk-related tasks of emergency managers and their employees in public organizations, and identifies competencies required to successfully perform risk management. The emergency management tasks performed in South Korea are summarized in 24 subsections under the categories of planning, situation management, resources
management, and maintenance management. This is based on the emergency management standard; thirteen types of universal
roles and competencies for emergency managers are drawn from international literature research. A survey of emergency management experts in South Korea gauges the level of competency required, using 13 competency factors and 24 task subsections.
Results based on the data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13 competency variables can be condensed into 10 competency factors in
Korea in terms of the awareness of managers. In addition, 3 core competencies (communication, public policy, and community
engagement) are the most attributed (regardless of class) in the order based on competency demands. A great discrepancy between
management and operation is also identified in the recognition of competency demands. This paper utilizes the performed analysis as a reference point for creating a competency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 that adapts to differing levels of emergency
managers.
Key words : Emergency Manager, Disaster Management Task, Competency, Management Level, Operation Level.

요

약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관리자계층과 실무자들이 담당하는 재난관련 업무를 분석하고 재난관
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적 상황에서 수행되고 있는 재난관리 업무를
재난관리기준을 토대로 계획수립, 상황관리, 자원관리, 유지관리 4유형 24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해외문헌연구를 통하여 재난관
리자의 13가지 보편적 역량을 도출하였다. 국내의 재난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24항목의 업무가 각각 13가지 역량변수에 대하
여 어느 정도의 역량이 요구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했다. 실증분석 결과 13가지 역량변수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자의 인지도 측정을 토대로 10가지 역량변수로 정리되었다. 재난관리자 계층 간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소통·협치 관리, 공공정
책, 지역사회참여가 요구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구역량 인지도에 있어 관리계층과 실무계층 간 상당한 차이가 있
음이 밝혀졌다. 이 분석결과를 준거의 틀로 하여 재난관리자의 계층에 따른 차별화된 역량개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핵심용어 : 재난관리자, 재난관리 업무, 역량, 관리계층, 실무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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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role)이 요구되며 또한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그 역할에 맞는 역량(competency)이 요구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태풍, 홍수 등 자연재

그러나 공공기관 재난관리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재난관리자

해에 대한 위험이 증대하고 있음은 물론, 급격한 사회 환경

(emergency manager)로 규정할 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

의 변화로 인해 각종 인적재난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관리 업무

들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구체적 연구결과나 문헌조차 없는
실정이다. 다만, Kim(2009), Park(2009), Ahn(1999)의 연구

야말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다. 재난 업무를

등이 있긴 하나 재난관리자의 역할 및 역량 연구와의 연관성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계층 또는 관리계층대로 각각의 역할

은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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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안전행정부에서 방재안전직렬을 신
설함에 따라 재난관리 전문가를 육성 시킬 수 있는 발판이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
으로 단순화·체계화한 재난관리 기준(NEMA, 2012)을 토대

마련되었다. 앞으로 재난관리 업무분야로 공직에 진출할 이들

로 우리나라의 모든 재난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 있는 자연재

을 위하여 대학교육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재난관리자

해 업무를 중심으로 4개 유형 24항목으로 정리했다.

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역할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첫째 유형은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는 계획수립 단계이다.

재난관리자의 역량과 역할이 연구되어야 역할을 이해하고 역
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준비될 수가 있기 때문이

유형별 취약성 조사 및 영향력 분석을 실시하여 위험인자를
도출하는 재난위험요소 조사 분석, 재난관리 역량강화 활동과

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년간 재난관리 분야에 종

유지 관리 사항 등에 대한 재난관리 정책방향 정립 항목이

사한 전문성이 높은 공직자 등의 인지도를 통해 재난관리자

포함된다. 그리고 재난경감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수

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규명하는 것이다.

립, 재난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기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업무는 자연재난이 발생
하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예방 및 대비업무와 재난발생 이후

영, 재난 발생 시에도 업무 단절 없는 기관운영 연속성 확보
항목 등이다.

단계의 대응 및 복구업무 등 단계별 업무프로세스로 한정한

둘째 유형은 8개의 항목을 포함하는 상황관리 단계로 그

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CTV, 레이더, 인공위성 등에서 수집한

관리 계층과 실무계층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재난관리자로 총

정보 분석을 통해 상황 예측 및 평가하는 모니터링, 재난 발

칭한다. 또한 우리나라 재난관리 기준(NEMA, 2012)에 따라
우리나라 재난관리 업무를 정리한 후, 해외문헌을 통해 연구

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

한 재난관리자의 역량과 역할에 대해 우리나라 재난관리자들

는 상황전파, 사고의 발생 및 대응, 복구 현황 등을 대내외

이 인지하는 요구 역량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설문조사를

적으로 전달하는 재난홍보, 현장 지휘관을 정점으로 상호협력

실시하고 실증분석을 한다.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조정을 이끌어내는 지휘통제, 유관기

예경보, 재난 발생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정보를 전달하

관 간 인적, 물적 자원 등에 대한 상호협력체계, 다양한 경

2. 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역량연구

로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의 체계적 관리, 임시적 기능회복을
위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를 포함한 복구계획 등 8개 항목

2.1 관리의 정의
일반적으로 관리라 함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협동적

이다.
셋째 유형은 자원관리 단계이다. 재난현장에 동원해야할 인

노력으로 지휘·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관리는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화하고 구성원

적물적 자원관리, 자원의 코드화 지원협약 등 자원관리계획,
인적, 물적 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요청 시 즉

의 활동을 지휘, 조정, 통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절차 이행, 그리고 동원되어야

(Lee, 2009). 따라서 관리적 업무란 조직의 목표를 직접적으

할 적정규모의 자원 비축 등 5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로 달성하기 위한 업무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목표달성을 지
원하는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며, 관리자는 이러한 활동을

있다.
넷째 유형은 유지관리 단계이다.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 및

하는 자를 지칭한다.

운영할 수 있는 재난행정 기반마련, 신속한 재정 지원을 위

경영학에서 정의하는 경영관리의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된

한 집행 절차 마련, 재난관리업무의 평가 실시, 평가 환류를

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이 동원할 수 있는

위한 조치 이행, 반복적인 교육훈련, 관리계층 및 실무계층별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구성원들의 노력을 계획, 조직, 지휘,

로 맞춤형 역량강화 등 6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또 하나는 조직의 사명이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
용하는 과정이라 한다(Bang et al., 2010).

2.3 재난관리자의 역량
국내 문헌을 조사해 보면 Nam(2005). Park(2009), Ahn

행정학적 측면에서 행정관리(administrative management)라

(1999) 등의 행정 관리자의 역할과 역량 연구가 있긴 하지만

함은행정조직에 있어서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리자로 하여금 조직적이며 합리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재난 관리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재난관리 책임자들의 역할과
역량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있게 하는 방안 내지 전략적 활동과정이다(Lee, 2009). 따라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을

서 행정관리는 현재 상태의 최적(最適) 조건들을 찾아내고 그

관리하는 책임자들의 역할 및 역량에 대해 다양한 연구 성과

러한 조건들을 실제 행정에 적용함으로써 행정능률의 극대화

물을 찾아볼 수 있다.

는 물론 환경조건의 변동에 대처하고 장래의 행정수요를 예
측하여 이에 따른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까지 모

Drabek(1987)은 「전문가적인 재난관리자(the professional
emergency manager)」라는 논문에서 재난관리자는 시민보호

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전문(civil defense professional), 의사소통(communication),
행정, 관리 및 조직(administration, management & organization),

2.2 우리나라 재난관리 업무 분석
우리나라 재난관리업무 분석을 위해 모든 유형의 재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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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질(individual qualities), 개인 간의 관계(interpersonal
relations), 네트워킹(networking), 정치적선도 기능(political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3권 6호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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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mergency Managers' Competency in International Research Papers

연구자

역할/역량 시민보호전문가 지식과 기술
(Authoritative (Knowledge 공공정책
(Public
Civil Defense
Base &
Policy)
Professional)
Skills)

정치적
대인관계와
고위공무원
지역사회참여
선도역량 개인적 자질
기술
행정 및 관리
과조정
미디어관계 (Community 교육과 훈련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Political (Individual (Interpersonal
(Administration (Coordination with
(Media
(Education
Projects and
(communication)
(Networking)
Forefront
Qualities)
Relations/
& Management)
Executives/
Relations)
& Training)
Engagement)
Function)
Skills)
Elected Officials)

Drabek, T.E (1987)

○

○

Perry, Ronald (1991)

○

○

○

Sutkus, Adam,
Cauley, Phyllis,
Ugarte, Nicole (2011)

○

○

○

Morton County
Emergency
Management

○

○

○

FEMA's Higher
Education Program

○

○

○

○

FEMA(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oles &
Responsibilities

○

○

○

○

Anderson William A,
Mattingly, shirley

○

○

○

FEMA(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etting the Scene

○

○

Joseph, Scanlon, T.

○

○

stehr. Steven 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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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front function) 및 지식과 기술(knowledge and skills)과
같은 역량이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 Perry(1991)는「점진적인

을 의미한다.
일곱째, 소통 역량은 공공과 민간 등 관련 기관과 원활한

재난관리자의 역할(managing disaster response operation)」에

소통을 이루어내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량을 의미한다.

서 미래 재난관리 위해서는 더욱 정치적선도 기능, 지식과

여덟째, 행정관리 역량은 재난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기술, 그리고 관리(management)와 같은 역량이 재난관리자에

의사결정, 각종 관리계획의 수립집행, 자원 관리 등 행정처리

게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Sutkus et al.(2011)은 재난관리자
는 관리, 행정 및 조직(Management, Administration &

역량을 의미한다.

Organization), 지역사회참여(community engagement), 대인적

기관 부서장과 긴밀한 협력 및 조정역량이다.

관계, 네트워킹, 의사소통, 정치적선도 기능, 지식과 기술, 공

아홉째, 고위공무원과의 조정 역량은 최고의사결정권자, 타
열 번째, 네트워킹 역량은 재난관리에 관련된 조직간 내부

공정책(public policy), 시민보호전문가로서 역량을 강조하였

/외부 협의 형성 역량을 말한다.

다.

열한 번째, 홍보역량은 모든 재난단계 중 재난관리 시스템
과 미디어의 융합이다.

미국 Morton County의 Emergency Management 부서
(2012)는 재난관리자의 역할이나 역량을 행정, 관리, 개인 간

열두째, 지역사회참여 역량은 지역사회의 자원과 위기를 인

의 관계, 네트워킹, 공공정책, 지식과 기술이라고 제시하였다.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s Higher

지함으로써 탄력성 생성 및 관리, 개발 및 성장을 지원할 수

Education Program, 2012)는 재난관리자의 변화하는 역할에
서 재난관리자는 재난을 관리하기위해 대인적 관계와 기술,

열셋째, 교육훈련 역량은 내부직원 및 타 기관 재난관리자
들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있는 역량이다.

네트워킹, 행정 및 관리, 정치적선도 기능, 시민보호전문, 지
식과 기술, 기술적 능력(technical ability), 의사소통, 개인적

3. 연구설계

자질, 공공정책에 관한 역량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FEMA
(2012)에서는 재난관리 역할과 책임에서 행정 및 관리, 의사
소통, 대인적 관계, 네트워킹, 지식과 기술, 공공정책, 정치적

재난관리기준(NEMA, 2012)를 토대로 재난관리업무를 4개
유형(24항목)으로 정리 하였다. 그리고 해외문헌 연구를 통하

선도 기능, 시민보호, 지역사회참여 등의 역할과 역량이 필요

여 재난관리자에게 요구되는 13가지 역량변수를 도출하였다.

하다고 하였다.

연구주제는 국내의 재난관련 업무들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

이상 해외연구 논문들에 기술된 재난관리자의 역량을 정리

의 재난관리자들은 과연 해외의 문헌 자료에서 도출한 13가

하면 Table 1과 같다.
이상 대부분의 해외 연구 문헌에서는 역할과 역량의 인과

지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된다고 인지하는 지를 알
아보는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記術的 연구(descriptive

관계를 정확히 기술하기보다는 역할(role)과 역량(competency)

study) 방법을 도입하여 Fig. 1과 같이 설계한다. 국내의 재

을 혼재하여 쓰고 있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재난관리자의 역
할이라는 그 자체가 역량이라는 또 하나의 의미를 함축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외
문헌에서 재난관리자의 역할로 기술한 부분을 역량으로 간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13가지의 보편적이고, 공통
적인 재난관리자 역량을 도출하였다.
재난관리자의 13가지 역량을 항목별로 의미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시민보호 역량은 중재자 및 촉진자로서 의
견 차이를 조정, 타협 할 줄 아는 능력과 과제완수를 위한
결단력과 지도력을 의미한다.
둘째, 지식과 기술 역량은 경험적 연구와 기술을 전문적
지식에 연계시켜 운영 효율성을 재생산 시킬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셋째, 공공정책 역량은 공공 정책과 정책 결정에 대한 이
해와 능력을 갖추고 정책결정자에게 조언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다.
넷째, 정치적선도 역량은 전략적 사고 및 리더십을 통해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는 정무적 역량이다.
다섯째, 개인적 자질 역량은 빠른 상황평가 능력, 탁월한
판단력, 스트레스 높은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 등을 의
미한다.
여섯째, 대인관계기술 역량은 지휘 및 소통 상황제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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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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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리 업무를 정리하고 해외문헌을 통하여 재난관리자의 역
량을 조사한 후 전문가집단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먼저 역량 변수에 대한 군집분석을 한 후에
재난관리자에 요구되는 역량순위를 분석하고 집단 간 t-test
검정에 의한 계층 간의 역량 편차를 측정분석 한다.

4. 연구 실증분석
4.1 설문조사
실증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설문 항목은
재난관리 업무를 계획수립, 상황관리, 자원관리, 유지관리 등
4개 유형(24개항목)으로 하고, 각 업무항목마다 재난관리자에
게 요구되는 역량변수 13개를 보여 주면서 각 업무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역량이 요구되는지 5 Likert type scale로 측정
한다.
설문 대상은 전문가적인 판단(expert judgment)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재난관리전담 기관인 소방방재청

Table 3. Result of Cluster Analysis
유형
군집수
1

5군집

7군집

8군집

9군집

①,⑤,⑨

①,⑤,⑨

①

①

2

⑥,⑪,⑫,⑬

②,③

⑤,⑨

②,③

3

②,③

⑦,⑧,⑩

②,③

⑪,⑫

4

④

④

④

④

5

⑦,⑧,⑩

⑪,⑫

⑪,⑫

⑤

6

⑥

⑥

⑥

7

⑬

⑬

8
9

⑦,⑧,⑩

⑩,⑦,⑧
⑨

주) ① 시민보호, ② 지식과 기술, ③ 공공정책, ④ 정치적선도
역량, ⑤ 개인적 자질, ⑥ 대인관계와 기술, ⑦ 의사소통, ⑧ 행
정 및 관리, ⑨ 고위공무원과 조정, ⑩ 네트워킹, ⑪ 미디어관계,
⑫ 지역사회참여, ⑬ 교육과 훈련

방재관리국 공무원으로 한다. 이들은 대부분 5년 이상 근무

과 같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문석은

한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자연재난관리 분야의 예방, 대비, 대

여러 개체 중에서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몇 개의 집단

응 복구 등의 업무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의 최고 정책부서로

으로 그룹화한 다음 각 집단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데이터

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등 타 공공
기관에 근무하는 재난관리 담당자 대부분 전문성에 대한 고

전체의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탐색적 분석기법이다.

려 없이 순환 보직 형태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

수를 미리 정하고, 각 개체가 어느 군집에 속하는지를 분석

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대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하는 방법이다(Sweeney et al., 2011).
13가지 항목을 놓고 5군집, 7군집, 8군집, 9군집 4개 유형

제외했다.

특히 가장 널리 사용하는 K-means 군집화 방식은 군집의

Table 2와 같이 설문지의 검토결과 일관성이 결여 되어 통
계 분석의 자료로서 가치가 희박한 설문 12부(20%)를 배제

으로 SPSS ver12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하고, 5년 미만 근무자 작성 8부를 제외한 40부의 설문을

집 분석에서 동일집단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⑦, ⑧, ⑩ 항목은 유사성이 있는 변수로서 국내적
상황에서 단일변수로 취급해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⑦번

재난관리자는 고급공무원 및 서기관 직급이 포함되는 관리

Table 3에서 보듯이 ⑦, ⑧, ⑩ 항목이 유일하게 4종류의 군

자 그룹과 사무관 및 주무관이 포함되는 실무 책임자 그룹으
로 구분된다. 분석대상 40명 가운데 관리자급은 10명, 실무책

항목의 의사소통, ⑧번 항목의 행정 및 관리, ⑩번 항목의

임자급은 30명으로 분류되었다.

나의 새로운 역량 변수로 정의한다. 재난관련 조직간 내·외

네트워킹 등 3개의 요구역량을 소통협치 관리역량 이라는 하
부의 조정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관
리해 나갈 수 있는 역량으로 함축적 의미를 부여하기로 한다.

Table 2. Objects of Survey
부서명

설문
응답수

설문지
배제

합계

60명

12명

48명

8명

40부

부서1

15

6

9

1

8

부서2

4

1

3

부서3

13

2

11

부서4

6

1

5

5

부서5

림차순으로 Table 4, Table 5, Table 6과 같이 정리하고

13

2

11

3

8

부서6

Fig. 2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Y축 값은 40명이

9

9

2

7

각 항목에 응답한 평균값을 의미한다.

설문채택 5년 미만 활용부수

3
2

9

따라서 해외 문헌에서 조사된 13가지 역량을 우리나라 재난
관리자의 인지도를 참고하여 11가지 역량으로 재정리한 후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4.2.2 재난관리자 요구역량 순위 분석
군집 분석 결과에 따라 11가지 재난관리자 요구역량을 올

관리계층에서 요구역량이 가장 낮게 나타난 ④번 항목의
4.2 실증분석

정치적선도 기능은 11가지 역량 중 과도한 편차를 보이고 있

4.2.1 우리나라 재난관리자 요구역량 도출

어 outlier(異相置)로 판단된다. 또한 관리계층에서 실무계층의

총 40명의 재난전문가로부터 13가지 역량변수에 대한 요구

정치적 선도기능보다 오히려 요구역량값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정도를 도출하였다. 해외문헌에서 정리한 13가지 역량 중 우

나타나고 있어 일반적 견해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④번 역량을 버리고 10가지 역량만을 갖고 Table 7, Table

리나라에 적합한 역량변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 Table 3
우리나라 재난관리자의 요구역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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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etency Levels in Ascending Order (Grand Mean)
항목 ④ ① ⑨ ⑤ ⑥ ⑬ ⑪ ② ⑫ ③ ⑦
평균 3.04 3.60 3.65 3.70 3.79 3.86 3.86 3.88 3.90 3.97 4.04
Table 5. Competency Levels in Ascending Order (Management
Level)
항목 ④ ⑤ ⑨ ① ② ⑬ ⑥ ③ ⑫ ⑪ ⑦
평균 2.82 3.88 3.90 3.91 3.93 3.97 4.00 4.01 4.05 4.09 4.12
Table 6. Competency Levels in Ascending Order (Operation
Level)
항목 ④ ① ⑨ ⑤ ⑥ ⑪ ⑫ ⑬ ② ③ ⑦
평균 3.26 3.29 3.40 3.52 3.58 3.64 3.74 3.76 3.84 3.93 3.95
주) ① 시민보호, ② 지식과 기술, ③ 공공정책, ④ 정치적선도량,
⑤ 개인적 자질, ⑥ 대인관계와 기술, ⑦ 소통 협치 관리, ⑨ 고
위공무원과 조정, ⑪ 미디어관계, ⑫ 지역사회참여, ⑬ 교육과 훈
련

Table 7. Competency Levels in Ascending Order (Grand Mean)
항목

① ⑨ ⑤ ⑥ ⑬ ⑪ ② ⑫ ③ ⑦
평균 3.60 3.65 3.70 3.79 3.86 3.86 3.88 3.90 3.97 4.04
Table 8. Competency Levels in Ascending Order (Management
Level)
항목

⑤ ⑨ ① ② ⑬ ⑥ ③ ⑫ ⑪ ⑦
평균 3.88 3.90 3.91 3.93 3.97 4.00 4.01 4.05 4.09 4.12
Table 9. Competency Levels in Ascending Order (Operation
Level)
항목

① ⑨ ⑤ ⑥ ⑪ ⑫ ⑬ ② ③ ⑦
평균 3.29 3.40 3.52 3.58 3.64 3.74 3.76 3.84 3.93 3.95
주) ① 시민보호, ② 지식과 기술, ③ 공공정책, ⑤ 개인적 자질,
⑥ 대인관계와 기술, ⑦ 소통 협치 관리, ⑨ 고위공무원과 조정,
⑪ 미디어관계, ⑫ 지역사회참여, ⑬ 교육과 훈련

Fig. 3. Average Value of Competency Levels in Ascending
Order
Fig. 2. Average Value of Competency Levels in Ascending
Order

Table 8, Table 9의 계층 간의 요구역량 값의 순위를 비교
해보면, ⑦소통협치 역량은 계층 구분 없이 1위를 나타내고

8, Table 9를 작성하고 Fig. 3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래프에

있고 관리계층에서는 ⑫지역사회참여, ⑪미디어관계, 실무계

서 Y축 값은 40명이 각 항목에 응답한 평균값을 의미한다.

층에서는 ③공공정책역량, ②지식과 기술이 각각 2,3위를 나
타내고 있다.

이 표의 요구역량을 순위별로 그룹핑을 하여 보면 Table
10과 같다.
Table 7의 전체 평균 순위별 그룹을 보면 소통협치관리 항

따라서 관리계층에서는 ⑫지역사회참여, ⑪미디어관계 역량
을 중시하는 반면 실무계층에서는 ③공공정책, ②지식과 기술

목의 요구 역량이 1순위로 나타나고 ③공공정책, ⑫지역사회

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참여가 각각 2,3위를 나타내고 있어 이상 3가지 항목이 계층
간 구분 없이 재난관리자의 공통적인 핵심역량으로 인지되고

이는 관리계층에서는 내부보다 대외적인 성격의 업무량이
많고 실무계층은 외부보다는 조직 내부에서 집행적 업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념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①시민보호, ⑨고위공무원과의 조정, ⑤개인적 자질

①시민보호, ⑨고위공무원과 조정, ⑤개인적 자질 역량은 계

은 각각 10위, 9위, 8위로 요구역량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①, ⑨, ⑤ 항목은 해외 문헌에서는 재난관리자의 주요역량
으로 기술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재난 관리자에게는 관심이
저조하거나 소홀하게 인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밖에 ⑪미디어관계, ②지식과 기술에 관한 요구역량이 각
각 4위, 5위로서 중상위의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고, ⑥대인관
계기술, ⑬교육훈련이 각각 6,7위로 중하위의 인지도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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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Group Classification of Average Value of Competency
by Ranking
대상

전체평균

관리계층 평균

실무계층 평균

최상위

⑫,③,⑦

⑫,⑪,⑦

②,③,⑦

중상위

⑪,②

⑥,③

⑫,⑬

그룹

중하위

⑥,⑬

②,⑬

⑥,⑪

최하위

①,⑨,⑤

⑤,⑨,①

①,⑨,⑤

주) ① 시민보호, ② 지식과 기술, ③ 공공정책, ⑤ 개인적 자질,
⑥ 대인관계와 기술, ⑦ 소통 협치 관리, ⑨ 고위공무원과 조정,
⑪ 미디어관계, ⑫ 지역사회참여, ⑬ 교육과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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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요구 역량의 순위 등은 계층 간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전체 평균값으로 볼 때는

또한 중간그룹에서는 관리계층에서는 ⑥대인관계기술 역량

계층 간의 차이가 5.2% 로서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

이 중상위(5위)를 보이는 반면, 실무계층에서는 중하위(7위)를

며 이는 우리나라 재난관리자들이 해외 문헌에서 조사된 역

나타내고 있다. 실무계층 에서는 ⑬교육훈련 역량이 중상위(4

량 항목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정도의 요구역량을 보이고 있

위)를 보이는 반면, 관리계층에서는 중하위(6위)를 각각 보여
주는 것을 볼 때 관리계층에서는 대인관계를, 실무계층에서는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훈련 역량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⑪미디어관계 역량의 경우 관리계층에서는 최상위

4.2.4 계층 간 요구역량 편차 분석
4.2.3에서 실시한 t-test 검정결과 계층 간의 요구역량에 차

그룹(2위)인 반면, 실무계층에서는 중하위 (6위)를 보여주고

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항목별로 편차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있고, ②지식과 기술 역량의 경우 실무계층에서는 최상위그룹
(3위)인 반면, 관리계층에서는 중하위(7위)를 나타내고 있다.

10가지 항목별 계층 간 요구역량 평균 값 편차를 Fig. 4의
막대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역량에서 최상위를 보이고 있

양의 값은 관리계층 요구역량이 높은 것을 나타내고 마이

는 ⑫, ③, ⑦번 항목은 계층 간 공통적인 핵심역량으로 볼

너스 값은 실무계층의 요구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Fig.

수 있고 관리계층에서 ⑪미디어관계 항목, 실무계층에서 ②지

4에서 보듯이 10항목 모두가 관리계층의 요구역량이 높게 나

식과 기술 항목이 각각 계층 간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역량
으로 볼 수 있다.

타나고 있다.
①번, ⑨번 항목은 순위 분석에서는 최하위 그룹을 차지하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계층 간의 공통관심영역인 ⑫, ②,

였으나 실제 요구역량의 편차는 제일 큰 것으로 분석되어 최

⑦번 항목 등을 제외하고는 관리계층에서는 외부와 관계되는

하 순위에서 오히려 관리 계층과 실무계층간의 요구역량에서

업무역량에 관심이 높고 실무 계층은 내부적인 업무역량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관심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에서 계층 간 평균값의 편차가 가장 작은 ⑫, ⑬,
⑦, ②, ③번 항목의 요구역량 순위가 ⑦번 항목은 1순위, ③

4.2.3 계층 간 t-test 검정

번 항목은 2순위, ⑫번 항목은 3순위, ②번 항목은 4순위,

관리계층과 실무계층의 요구역량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⑬번 항목은 6순위로 나타나고 있어 순위가 앞서는 그룹에서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t 확률분포는 모집단의

오히려 계층 간 편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사용하는 분포로서 t 검정은 정규
분포를 하는 두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이용하여 모집단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관리계층의 요구역량이 실무계층에
비하여 10개의 전 항목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관리계층

이 동일한 분포를 보이는지, 즉 두 모집단의 평균이 동일한

의 경우 오랜 연륜과 다년간의 경험으로 인해 제시한 역량의

지 검사하는 방법이다(Sweeney et al., 2011). t 검정 한 결

대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전 분야에 대하여 높은 요구역

과 Table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95% 신뢰수준에서 자유도

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8에 대한 t값이 2.05로 유의확률이 0.055로 신뢰수준을 약
간 넘지만, 관리계층과 실무자계층간에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또한 역량순위가 후순위로 갈수록 편차가 커지는 것은 관
리계층은 비록 후순위라도 실무계층보다 일정수준이상의 요

요구역량 수용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역량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역량순위가

이상의 t-test를 통하여 10가지 역량에 대한 수용 정도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관리계층과 실무계층 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계층 간 요구역량의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Table
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관리계층 역량의 전체 평균값은
3.91로서 제시역량의 100% 수용정도를 5점으로 할 때, 약
78.2% 정도의 수용성을 나타내고 있고 실무계층의 요구역량
평균값은 3.67로서 73%의 수용성을 보여주고 있어 5.2% 정
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Table
Table 11. Group Statistics and Independent Samples Test on
Management Level and Operation Level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점
t
등분산
2.05
가정

자유도

18

차이의 95%
신뢰구간

유의
차이의
평균차
확률
표준오차
.055

.24

.1170

하한

상한

-.0059

.4859

우리나라 재난관리자의 요구역량에 관한 연구

항목 ① ⑨ ⑪ ⑥ ⑤ ⑫ ⑬ ⑦ ② ③
평균 0.62 0.5 0.45 0.42 0.36 0.31 0.21 0.17 0.09 0.08
주) ① 시민보호, ② 지식과 기술, ③ 공공정책, ⑤ 개인적 자질,
⑥ 대인관계와 기술, ⑦ 소통 협치 관리, ⑨ 고위공무원과 조정,
⑪ 미디어관계, ⑫ 지역사회참여, ⑬ 교육과 훈련
Fig. 4. Difference of Mean on Competency Variable between
Management Level and Oper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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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역량의 개념을 혼재하여 사용하였는데 역량은 업무

상위그룹인 경우 편차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계층 간 구분
없이 요구역량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 편차가 적게 나타나

수행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에

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 이론적으로는 차별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관리자의 역할과 역량의 인과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연구

5. 결

론

본 연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또는 관리계층
책임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분석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원활
히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 되는 역량을 밝혀내는 것이다.
재난관리 업무를 계획수립, 상황관리, 자원관리, 유지관리 등
4개 유형(24개항목)으로 하고, 각 업무항목마다 재난관리자에
게 요구되는 역량변수 10개를 보여 주면서 각 업무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역량이 요구되는지 설문을 이용 측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첫째, 소통협치관
리 역량, 공공정책역량, 지역 사회참여 역량은 계층 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최상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자들에 대한 계층 간 공통적인 핵심요구역량으로 볼 수
있다. 시민보호역량, 고위공무원과 조정역량, 개인적 자질 역
량 역시 계층 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해외문헌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본 역량이
우리나라 재난관리자에게 소홀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t-test 검정 결과 95%의 신뢰도로 관리계층과 실무계
층의 요구역량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요구역량
편차를 분석해보면 관리 계층의 요구역량이 10개의 전 항목
에서 높고 역량 순위가 후순위일수록 편차가 커지고 상위로
갈수록 편차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관리계층에서는
요구역량이 후순위라도 실무계층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
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론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규명된 재난관리자의
요구 역량을 기준으로 하여 앞으로 재난관리자의 역량 계발
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계층 구분 없는 핵심공통 교
과목, 계층 간 차별화 된 교육과목 선정 등 교과목 개발의
지표가 될 수 있고 또한 동일한 역량항목 일지라도 요구역량
의 편차에 따라 난이도 또는 학습의 심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연구실적의 미흡으로 주로 해외문헌을 통하여 13가지
보편적인 역량변수를 도출하였고 군집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적합하도록 역량변수를 10가지로 조정하였으나 앞으
로 재난관리자들의 경험이나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
정에 맞게 수정, 보완해나가는 연구 등이 진행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리계층과 실무계층 간 요구역량 인
지도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재난관리자의 계층 간 역량을
규명하고자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재난관리 업무단계별 역량
분석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예방, 복구 단계는
평상시 안정적 상태의 업무로 볼 수도 있으며 대비, 대응 단
계는 재난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계별로 요구역량에 상당한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외국문헌을 토대로 재난관리자의
238

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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