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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도시 재난의 특징

◯ 도시공간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인구와 시설의 고밀화 및 노후화, 시설과 활동

의 상호의존성 등을 들 수 있음. 특히, 재해에 취약한 저지대와 비탈면이 다수

라는 점이 특징적임 

◯ 도시공간의 이러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도시에서의 재난은 컴포트(Comfort, 

1988)가 제시한 다음의 재난 일반의 속성들이 보다 극적으로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따라서 재난관리와 관련 매뉴얼 내용들은 다음의 상황을 염두

에 두어야 함

① 불확실성: 복잡한 기술환경, 대도시라는 공간적 환경에서는 행위에 따른 결과

를 예측하기 어려움. 특히 대도시에서의 재난은 규모가 확대되고, 다차원적인 

원인을 가질 수 있음. 또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중복된 복잡재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함 

② 상호작용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과 피해주민 및 피해지역의 기반시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전개될 수 있음. 또한, 그 피해 규모는 

매우 크게 됨 

Ⅰ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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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잡성: 이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특징의 산물로써, 이들 두 요인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행정체제가 처리해야할 업무를 사전에 전부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 대도시 서울의 특징

◯ 재난･재해와 관련하여 대도시인 서울의 기본적인 특징은 기후, 인구구조, 사

회경제적 구조, 도시공간적 구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기후 : 서울시의 기후는 2000년대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강수량, 강우강

도의 증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울의 인구구조는 2010년에는 20-30대가 

가장 많았지만, 2040년에는 60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신상영,･조권중･이석민. 2014: 16). 이 때문에  재난 취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 고령자에 대한 고려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인구구조: 젊은 여성 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1인 가구, 외국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구 구성의 다양성이 높다는 특

징을 보임(신상영 외. 2014: 17). 1인 가구 여성과 외국인은 재난 대응에 취약

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재난･재해에 있어서 중요한 인구구조 특성이

라고 할 수 있음

� 사회경제적 구조: 서울시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소득 양극화와 지역 간 불균

형, 높은 수준의 정보화, 높은 비중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도시공간적 구조: 대도시 서울에 있어 도시공간적 구조도 중요함. 서울시는 

㉠ 고층화와 복합화라는 특성을 지님. Emporis 사에서 조사한 2008년 기준 고

층건물 밀도 순위를 보면 서울은 세계 100대 도시 중 5위를 차지함. 또한, 21

층 이상 고층건물이 매년 6%씩 증가하는 추세(김윤종･원종석, 2008)이며, 고

시원, PC방 등의 다중이용업소도 다수임. 이러한 고층화와 복합화는 특히 화

재위험을 증가시킴. 서울시는 ㉡ 저지대 개발과 불투수라는 도시공간적 특징

을 가지고 있음. 서울시 공간은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가 전체 시가화면적의 

42.3%를 차지하고 빗물유출 증가와 배수시설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투수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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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를 기록(신상영 외, 2014: 20)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 취약성이 큼(최충익, 

2013: 175). 또한, 서울시는 도시공간적으로 ㉢ 노후화의 문제가 있음. 서울시

의 건축물, 기반시설 등은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서 향후 10년 간 대규모 

정비대상이 발생할 것(최충익, 2013: 175; 신상영 외, 2014: 19)으로 예측됨. 이

와 관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비교를 위해 만들어진 지표들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 도시안전도 진단에서 중위권 수준(신상영 외, 2014: 22-23)임1)

2) 재난과 여성

(1) 재난과 재난취약 요인

□ 재난･재해

◯ 안전을 위협하는 외부요인은 재난과 재해 그리고 사고로 구분할 수 있음. 우선 

일반적으로 사고는 공익안전요원 1인 이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화재, 긴급

사태 및 재해 등을 뜻함. 이는 재난에 비해 물리적인 피해규모 및 사회적인 파

장이 적으며 이때는 재난이 아닌 사고로 규정함(소방 방재청 용어사전)

◯ 한편, 재난･재해는 피해규모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적 파장의 측면에서 그 

정도와 범위가 크고 넓다는 특징을 가짐. ｢자연재해 대책법｣ 제2조 제1호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재해는 다른 재난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피해를 뜻함

◯ 재난이 무엇이며 이러한 재난이 사회인구학적으로 어떤 차별적인 피해와 영향

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먼저,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이 있

으며 자연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급성재난(지진, 풍수해, 허리케인 등)과 

서서히 진행 되는 만성재난 (기근, 가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인위재난은 

건물붕괴, 교통 및 지하철 사고, 화재, 붕괴, 싱크홀 등이 포함됨. ｢재난 및 안

1) The Safe Cities Index 2015(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veability Ranking(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Global Power City Index(일본 모리재단)를 참고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회사 

Munich Re에 따르면, 서울의 자연재난위험도는 세계 50개 대도시 중 14위(김윤종･원종석, 2008: 3)

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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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수, 강풍,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자연 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의 유사한 사로 

인한 피해(인적 재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 체제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해(사회적 재난)”로 정의됨. 즉, 재난은 자

연적, 인위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야기된 규모가 큰 피해상황을 의미(Carter, 

1992)함

◯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에서는 재난을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연방 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는 재난을 “사망과 상해,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일상적인 절차나 

지방정부의 자원으로 관리 할 수 없는 심각하고 큰 규모의 사건으로 돌발 발

생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부분의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

해야 하는 사건”으로 정의함. UNISDR(2009)에 의하면 재난이란 “광범위한 인

적, 물적, 경제적, 환경적 손실과 영향으로 인해 해당 지역이나 사회의 자원만

으로는 대응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발생한 격변(disruption)”임

□ 재난 취약자

◯ 재난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피해가 각기 다른 양상

으로 나타나며 같은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더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이 존재함

이 그동안의 많은 재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바 있음. 이러한 집단은 재

난취약자, 재난약자 등의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음

◯ 재난약자란 “재난 시에 일련의 행동을 함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특

히, 재난 현장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재난 약자로 명명함.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안전 환경을 유지할 수 없거나,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신속한  대피 및 초기대

응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핸 재난 취약성을 갖는 자로 정의

할 수 있음(심기오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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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재난 약자라 함은 장애인, 노약자, 유아 및 청소

년 등이 포함됨. 환경적 재난 약자라 함은 자국의 문화, 생활환경 차이로 인하

여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상태에 높이게 되는 외국인을 뜻하

기도 함. 따라서 재난약자는 고령자, 장애인, 유아, 임산부, 외국인 등 재난 현장

에서 경제적, 신체적, 환경적 요인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환경 적응 능력이 불

충분하여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 정의 할 수 있음(성기환 외, 2011)

◯ 일본에서는 재난 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요배려자(要配廬者), 재해약자(災害

弱者) 라는 용어를 사용함. 재해 시 요배려자란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 재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는 등의 행

동을 취하는데 있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유아, 임산부 등을 포함함

◯ 미국 ｢취약계층의 대피를 위한 팁｣(Tips for Evacuation Vulnerable Populations)

에 의하면 취약계층은 ① 노인 ②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이들 ③ 이동에 어려

움이 있는 이들 ④ 자폐증이 있는 이들 ⑤ 청각 장애인 또는 청력에 이상이 

있는 이들 ⑥ 시각장애인 또는 시각이 손상된 이들 ⑦ 인지 장애가 있는 이들 

⑧ 다중의 화학적 민감도가 있는 이들 ⑨ 정신적으로 아픈 이들 ⑩ 임산부 및 

신생아 등(성기환 외, 2011)의 10가지로 분류됨

◯ 따라서 재해 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불충분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나 피난 행동, 피난소에서의 생

활에 곤란을 초래하지만,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되면 스스로 생활하는 것이 가

능한 사람임(성기환 외, 2011)

◯ 재해가 발생하고 위기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대응법은 생존유지를 

위한 위험 회피행동임. 심신기능 능력이 저하되거나 배려를 필요로 하는 노약

자와 같은 재해약자(災害弱者,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s)는 일반적으로 자

기보호 능력이 충분치 못한 상태이므로 재해에 희생당할 확률이 높음(이호숭, 

2013). 동일본대지진에서도 재해약자들의 인적피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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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취약성과 여성

◯ 한국에서 재난 약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17%이상인2)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종

성, 2010) 재난 약자를 고려한 재난 관리 대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재난에 더 취약함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양적 데이

터가 충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질적 연구가 행해진 

것도 아님. 그 원인 중 하나는 재난에 있어서의 젠더문제가 상대적으로 최근의 

관심사이기 때문임(Bradshaw and Fordham, 2013: 7)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과 사례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재난에 더 취

약하다고 말함(Philips et al., 2009; Dasgupta et al., 2010). 그 사례로 국내의 경

우 성별 피해상황이 보고된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와 2014년 세월호 침몰사

고가 대표적임(이정필･박진희, 2010; 강희영･이유화, 2015: 49). 뿐만 아니라, 

UN에서도 국제적 재난 사례들을 언급하며 여성이 자연 및 인적재해 모두에서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고 지적함(UN, 2014; UN Habitat, 2015). 여성은 재난 시

에는 물론 재난 이후의 상해와 질병, 스트레스 장애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더 

취약하다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짐(UN Habitat, 2015) 

❙그림 Ⅰ-1❙ 재난에서의 성별 피해 현황(세월호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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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wikitree.co.kr/

2) 재난약자의 피난 공간 기준을 연구한 김종성(2010)은 재난 약자를 65세 이상 고령자와 함께 장애인

으로서 자력 피난이 가능한 사람, 자력 피난이 어려운 사람, 자력 피난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분류 

하였고,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한국인구의 17%이상이 재난 약자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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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재난에서의 성별 사망자 피해 현황(대구지하철 사고)

출처: http://www.wikitree.co.kr/

❙그림 Ⅰ-3❙ 여성의 안전 불안감

9.8% 9.5%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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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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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특별시 전국 서울특별시

안전 불안전

여성 남성

출처: 강희영･이유화(2015). 포괄적 안전 개념에서 본 서울여성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

① 재난 취약성의 거시적 차원: 여성의 사회경제문화적 조건

� 여성이 재난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먼저 거시구조적인 수준에서 생

각해볼 수 있음. Neumayer와 Plumper는 141개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여성이 

재난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

함. 만약 남녀가 평등한 사회라면 여성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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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mayer and Plumper, 2007: 552; Molin Valdes, 2009)이라는 주장임 

� 국내 역시 현재 재난･재해에 대한 성별분리통계의 부재로 인해 성인지적 관

점에서 여성과 남성이 각각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파악되지 못해온 상황

임3). 그러나 최근 발생한 다양한 재난･재해 피해 사례에서는 비율적으로 여

성들의 대처능력, 정보부재 현황이 남성보다 큰 편이며 이에 따라 여성들의 

재난취약성이 사회문제화 된 바 있음. 이는 사전 교육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진 취약성이라는 부분이 있으며, 신체적으로 혹은 처해

진 조건적으로 대처에 취약한 경우도 있음. 결국 재난･재해 관련 지식, 교육 

수혜 경험 등에서 성인지 관점에서의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재난은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특정한 물리적 사건의 결과라기 보다는 평상시

의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또한, 여성의 재난 취약성과 젠더는 상호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젠더 차원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성의 재난 취약성은 

감소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허라금, 2012)

� UNDP(2012)에 의하면 재난 시 여성의 경우 재난구호물자와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공식적인 정보나 재난경고와 같은 정보 전달체계에 대해서

도 늦게 반응하며 위기 상황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

진다고 보고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성은 위

기상황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사회적 역할로 인해서 재

난대처 능력이 남성에 비해서 제한됨(장미혜, 2014: 4)

� 이처럼 재난피해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재난피해는 자연적으

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조건 즉 한 사회의 경제, 문화, 그

리고 사회적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음(Neumayer and Plumper, 

2007: 552). 즉,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재난피해를 입는 것은 재난에 대응하게 

해주는 자원 즉 소득, 교육, 건강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

(Bradshaw and Fordham, 2013)이라고 할 수 있음

3) 서울시의 경우 2016년부터 재난･재해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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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재난에 더 취약한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통상적으로 지

구적 수준에서든, 한국에서든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소득과 권력을 향유

함. 이는 재난이 소득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연구결과(UN Habitat, 

2015)를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 둘째, 여성의 모성과 노동

시장에서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의 차이가 있음. 임산부는 재난상황에 매우 취

약하며, 사회경제적으로는 돌봄 노동시장에서 다수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돌봄 노동자들은 재난 발생 시 대피라는 첫 단계에서부터 곤란을 

겪음. 셋째, 가부장제 문화를 들 수 있음. ㉠ 가부장제가 강한 사회일수록 가

정 내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일은 여성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재

난에 취약해짐 ㉡ 가부장제는 여성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재난 

발생 시 여성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존재로 만들 수 있음 ㉢ 그 밖에 

복식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가 여성을 재난에 취약하게 만

들 수 있음. 대표적인 예가 하이힐이며 이러한 문화적 특징은 여성의 재난 대

응을 남성보다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 됨

�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기본적으로 여성은 세 가지의 짐을 짊어지

고 있음(Moser. 1993). ㉠ 재생산의 역할(아이 낳고, 키우기. 집안 일) ㉡ 생산

의 역할(노동시장에 나가서 노동하기와 가내 생산) ㉢ 공동체 조정의 역할(공

동체 내에서의 자발적이고 돈을 받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 이러한 역할은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역할의 중첩은 재난 취약성

을 증가시킴. 즉 여성이 스스로를 구할 능력이 부족한 핵심 요인은 사회적 제

약 때문임

�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모든 국가에서 여성이 재난에 취약하지만, 취약함의 

양상은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임. 개도국의 여성은 죽음

의 위험이 큰 반면, 선진국의 여성은 경제적 손실과 노동량의 증대, 집안 내 

갈등의 증대에 대면함(Enarson. 2000; Philips and Morrow. 2008)

� 한편, 모든 여성이 남성보다 재난에 취약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즉, 계

급, 인종, 종족에 따라 어떤 여성은 남성과 유사한 수준의 재난대처능력을 보

일 수 있음(Bradshaw and Fordham.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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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난 취약성의 미시적 차원: 교육과 정책지원을 통한 정보력과 지식

� 분석의 초점을 중범위 수준 혹은 미시적인 개인 차원으로 옮겨서 살펴보면, 

기존 연구들이 밝혀낸 것은 재난피해를 설명하는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음

� 한 개인이 재난에 피해를 입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정보력과 재난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며(Tyler and Fairbrother, 2013) 만약 한 개

인이 정보력과 재난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이 부족할 경우, 그 사람은 재난 대

처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황판단이나 안정적 심리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

을 겪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실행력의 저하로 연결되어 올바른 대처

를 불가능하게 함

� 결국 재난피해를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의 수준에 초점을 두고 보았을 때 ❙그

림 Ⅰ-4❙의 도식(정보력부족, 재난상식부족→상황판단불리, 심리상태불리→

실행력 저하)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에서 여성의 재난

취약성에 대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음. 앞서 개인수준에서의 재난피해는 재

난에 대한 정보와 상식의 부족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듯이 실제

로 학계의 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위의 구조적 조건들로 

인해 여성이 재난에 대한 정보와 상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 여성은 아이와 노약자를 돌봐야 하고,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이 이동에 불편한 

경우가 많은 데다가 여러 가지 재난대응 및 탈출훈련과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함(Chowdhury et al., 1993; Oxfam, 2005; Ariyabandu, 2009). 예를 들어 한국

의 경우 남성은 민방위 훈련과 같은 것을 통해 이를 습득하나, 여성은 그렇지 

못한 여건에 처해 있음. 여성은 자신의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접

근권한과 통제권한이 낮고, 그래서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나 교육이 부족해서 

재난피해 위험성이 남성보다 크게 됨(Bradshaw and Fordham,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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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4❙ 재난 피해 결정요인과 여성의 재난취약성

� 개인의 정보, 지식, 교육, 준비활동이 부족하고, 이 요소들 간의 연계가 부족

하면,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개인은 상황을 판단하고 언제, 어떻게 행동해

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Tyler and Fairbrother, 2013). 이러한 논

지는 여성에 잘 적용됨

� 또한, 여성의 재난 정보나 지식 내지 상식의 부족은 여성으로 하여금 재난 상

황을 판단하는 것과 적합한 대처방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안정적인 심리상

태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함(Ariyabandu, 2009: 8). 결국 여성의 재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부족은 상황판단이나 심리에 있어서의 취약성을 야기하고 이

는 다시 재난대응 실행력의 저하를 만들어내게 됨 

� 실행력의 저하는 이러한 정보, 지식, 상황판단, 심리의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동시에 가부장제라는 구조적 변수에 의해서 더욱 심화됨. 젠더화된 정체성과 

역할 책임감으로 인해 여성은 주변화 되기 쉽고,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나 의

사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보니 스스로를 수동적이고 구조와 도움이 필

요한 피해자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임(Ariyabandu, 200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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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요소들에 더하여 여성은 신체적 요인 때문에 재난피해에 더 취약할 수 

있음. 물론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재난에 더 취약하다는 것

을 입증하기는 어려움(Bradshaw and Fordham, 2013: 9). 하지만 연구자들은 동

시에 임신과 같은 생물학적 재생산이 여성을 재난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지적함. 기본적으로 영양 상태는 재난 대응력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

인데(Cannon. 2002), 여성은 영양실조로 더 많이 고통 받는 비율이 높음. 특히 

임신 중이거나 수유를 해야 할 때 특수한 영양상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

(Oxfam, 2012)이라고 할 수 있음. 여성이나 영유아를 보호해주는 문화는 재난 

상황에서 붕괴되는데 이는 남녀 모두 새로운 상황에 익숙치 않고 준비되어 있

지 않기에 그러함(Ariyabandu, 2009: 9)

◯ 일본의 경우 2011년 동일본 지진의 교훈을 바탕으로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인 

평소부터 성인지 관점에서 방재 및 복구 체제를 정비하고 재해 발생 시에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응 할 것을 준비함. ㉠ 평소(일상 속)양성평등 추진이 방

재, 복구의 기반이 됨 ㉡‘주체적 담당자’로서 여성의 위치를 자리매김 함 ㉢ 재

난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함 ㉣ 남녀의 인권을 존중하

고 안전과 안심을 확보 함 ㉤ 민간과 협동하여 양성평등을 추진함 ㉥ 양성평

등센터와 양성평등 담당부서의 역할을 자리매김 함 ㉦ 재난 시 구호대상자에 

대한 대응 연계에 유의함4) 

◯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정책은 지금까지 젠더 중립적인 관점에서 시행되

었으며 향후 재난대비 및 관리정책에서의 ‘젠더관점(Gender Perspective)’을 

도입해야 함. 그래서 재난예방에서부터 발생 시 대응, 복구 전반에 이르기까지 

재난약자인 여성의 피해를 감소시켜야 함

◯ ❙그림 Ⅰ-4❙는 재난피해의 정도를 결정하는 다섯 가지 요인이 제시되어 있

음. 즉, 재난의 피해를 결정하는 요인은 정보력, 재난과 관련한 상식 혹은 지

식, 상황판단과 심리상태 그리고 실행력으로 요약될 수 있음. 이러한 다섯 가

지 요인의 부재는 재난의 취약성으로 이어짐. 해당 역량은 교육･훈련･경험을 

4) 일본 내각부 남녀공동 참획국 ｢남녀 공동참여 시점에서의 방재 복구 대응지침｣(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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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길러지고 정책적인 지원으로 충족됨. 하지만 여성들은 사회･경제･문화적

인 요인과 신체적 조건 차이에 대한 정책 미반영으로 인해 재난취약성에 노출

되어 있음

◯ 즉,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지위, 역할고착화 등으로 인해 교육과 훈련 그리고 

경험을 얻을 기회가 부족하며 이것이 정보력 부족과 재난상식 부족으로 이어

짐으로써 재난역량 향상기회 부족으로 인한 재난취약성을 지님. 정보력과 재

난상식에서 불리하다는 것은 재난 발생 시에 적절하고 신속한 상황판단과 침

착함 등의 심리상태 유지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함. 그리고 이러한 정보력, 재난상식, 상황판단, 심리상태의 불리함은 신속

한 대피나 대응에 대한 실행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짐. 이러한 

실행력의 저하는 가부장적인 한국 문화와도 연결됨. 또한, 재난에 있어서 여성

의 복장 등의 불리함은 여성이 재난대응 실행력(행동력)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함

◯ 여성이 재난에 취약해지는 또 다른 요인은 신체조건. 여성과 남성은 신체조건

이 다르며 이에 따라 성별특성이 고려된 소화기, 완강기 등의 도구나 시설이 

필요함. 기존의 정책들은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이러한 것을 제작함. 그 결과 

여성은 이를 잘 사용할 수 없게 됨. 또한, 돌봄과 같은 여성에게 주어지기 쉬운 

역할과 일자리 특성 등이 여성의 실행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그림 Ⅰ-5❙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대처할 능력

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남성의 평균 점수가 56.4점(총점100점)인 반면 여

성은 42.4점으로 나타남. 이를 5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여성의 평균은 2.9점, 남

성의 평균은 3.3점임. 이처럼 여성의 재난대처 능력은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

은 수준. 이는 학습과 교육의 영역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취약성을 

해소해 주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재난취약성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임

◯ 따라서 매뉴얼을 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구성으로 개선해야함. 그리고 

재난 안전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여성들에게 해당 교육을 효율적으로 제공

하거나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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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5❙ 여성의 재난･재해 대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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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희영･이유화(2015). 포괄적 안전 개념에서 본 서울여성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

◯ 고령자는 이동이 어렵고 대처가 빠르지 못하다는 점에서 재난 발생 시 빠른 

정보전달 및 행동요령 숙지가 중요함(김명구, 2014). 특히 여성노인은 재해로 

인해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받으며(Melick & Longue, 1985), 노인의 성

별 수행경험은 차이가 없으나 재해인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정순

둘･기지혜, 2008). 따라서 성별을 고려한 재난대응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

며 특히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에 비해 학력이 낮고, 실업 비율이 높으며,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재난취약집단으로 간주해야 함. 이

들에 대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합한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함

□ 여성 내의 재난에 대한 이중 취약 집단

◯ 이러한 여성의 재난 취약성은 여성 집단 내에서도 그 정도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그림Ⅰ-6❙은 여성 내에서도 다양한 속성을 지닌 집단들이 각기 재

난에 취약할 수 있는 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도식임. 임산부와 고령 

여성 같은 신체적인 불리함을 가진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취약 속성에 신체적

인 불리함까지 가중될 수 있음.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재

난 취약성을 지닌 1인 가구와 돌봄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임. 

해당 도식에 따르면 1인 가구 고령 여성은 사회적, 신체적으로 모두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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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1인 가구여성, 돌봄역할 수행 여성, 임산부, 고령여성들은 ❙표 Ⅰ-1❙

에 제시되어 있듯이 재난 시 특히 취약. 그래서 이들을 위한 교육이나 정책지

원이 필요함

❙그림 Ⅰ-6❙ 여성 내의 재난 취약집단 도식

❙표 Ⅰ-1❙ 재난재해 취약 여성의 집단유형별 재난취약성 예시

재난 취약 여성의 유형 재난 취약성

여성 일반

▪재난 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음 

▪재난에 대응하기에 남성보다 불리한 복장

▪신체활동에 상대적으로 덜 익숙하고 덜 능동적인 경향이 있음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

1인 가구 여성

▪공동 대응과 협력 중요성이 높은 재난대응의 속성상 1인 가구 여

성은 일반여성보다 더욱 불리함(대피, 대응, 정보습득, 상황판단, 

심리적불안 관리 등)

돌봄여성

▪대피, 준비 등의 재난 전반에서 돌봄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난에 취약함

▪즉, 화재나 지진 발생 등의 상황에서 영유아 동반, 장애인 등을 동

반함으로 인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게 됨

신체적 요인

임산부
▪이동 등 신체활동이 불편함

▪언제든 의학적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고령여성

▪거동불편, 대피속도 저하, 근력부족 등 신체적으로 재난대응에 불

리함

▪그 외에도 해당 세대 특성으로 정보습득 불리, 신체활동의 능동성 

부족 등 재난에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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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재해 발생 시 여성은 남성보다 취약할 가능성이 높음. 사회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형성된 여성 일반이 재난에 취약한 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그동안의 재난재해 정책들이 여성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사실임. 특히 표준적인 인간에 대한 규정은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의 관점에서 재난 대응을 분석할 필요성

이 충분함

◯ 두 번째로 성인지 관점의 재난관리 필요성은 여성의 역할과 노동시장의 상황 

그리고 성별로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고용 구조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음. 뿐만 아

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노동자 역시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령자에 대한 돌봄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담당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들은 재난 발생 시에 이미 대피 단계부터 곤란을 겪게 됨. 따라

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매뉴얼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더하여 임산부 

역시 재난 상황에 있어서만큼은 약자로 분류되는 것에 무리가 없음. 이러한 고

령여성과 임산부는 신체적 불리함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1인 가구나 돌봄여성의 재난취약성은 사회경제적,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측면이 매우 강함. 신체적으로 재난 대처에 불리한 고령여성과 임산부의 재난

취약성이 1인 가구와 돌봄여성이라는 사회경제적 혹은 사회문화적 특성과 결

합되었을 경우에는 중첩적인 재난 취약성을 지니게 됨. 이에 따라, 여성 중에

서도 재난 취약성이 특히 높은 집단을 위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여성들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 일반뿐만 

아니라 여성 내에서도 특히 재난재해에 취약할 수 있는 1인 가구, 돌봄여성, 

임산부, 고령여성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여성들이 경험 및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하여 많이 경험하게 되는 재난 취약

성에 더하여 임신, 출산, 고령 등의 취약성이 더해질 경우 재난 관리의 어려움

은 가중. 또한, 1인 가구와 돌봄 역할 수행처럼 재난재해에 있어서 사회적인 

취약성을 지닌 여성들 역시 재난 발생 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특

히, 급증하는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공동 대처를 해야 하는 재난재해 대응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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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고립이라는 결정적인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음. 이는 대응 능력 부족과 결

합되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로 작용할 수 있음. 결국 여성과 재난에 취약

한 여성 집단의 재난 취약성을 해소하고 서울시 여성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주요 재난인 화재, 풍수해, 지진, 건물붕괴, 지하철사고 

등을 중심으로 한 다각도의 정책적･교육적 접근이 필요함 

◯ 여성 내에서도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취약성이 나타나는 양상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직후 여성, 영유아가 재난 

중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난바 있고, 그 결과 미국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분석

에 돌입함. 그리고 그 분석 결과 이들은 미국의 재난 준비 계획에 엄마와 영유

아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것을 발견함. 즉, 임산부나, 갓 태어난 아기, 유

아들은 자연재해에서 더 크게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식량이나 

깨끗한 물과 같은 자원의 부족, 건강관리에의 접근 부족, 재난 이후 심리적 스

트레스는 임신과 관련된 질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5)

◯ 임신 관련 질병들은 비상계획을 발전시킴으로써 예방할 수 있음. 그리고 이는 

병원 비상준비위원회나 소방, 경찰부서와 연결된 공동체 그룹을 통해 지방 수

준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사안임. 이는 비단 임산부에만 해당되는 취약성이 아

니며, 여성이 처해있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관련 취약지점을 해소해주고 여성 

스스로 재난을 관리･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주는 것이 필요함

◯ 세 번째로 성인지 관점의 재난관리 필요성을 논하기 위해 이 연구는 여성들의 

재난재해 피해를 크게 만드는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생활양식의 특수성을 고려

하고자 함. 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습득하게 된 역할 

그리고 수동적 태도와 안전 지식의 결여, 행동력 저하 등에 주목함

5)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해당지역의 임산부들은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관리를 받아

왔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함. 또한, 9.11테러에서 세계무역센터 2마일 근방에 살던 임산부에게서 태

어난 유아들은 상대적으로 태내발육지연비율이 높거나, 몸무게가 줄거나 머리 둘레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한 연구에 따르면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세 번이상의 가혹한 트라우마가 생길법한 상황 예

컨대,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거나, 홍수 상태에서 물을 걷거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한 

여성들은 저체중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고, 조기분만도 증가함. 또한, 재난 시 엄마와 유아의 분리는 

모유수유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엄마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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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여성들을 재난 약자로 만드는 사회문화적인 특성과 이로 인해 여성들이 겪

게 되는 재난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함.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으로 구성

된 여성의 재난 취약 지점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했는지 분석해야 함. 그리고 이

를 바탕으로 여성들의 일상적이면서도 특수한 생활구조들이 재난 취약성을 유

발하는 지점에 대한 재난 대응 방안을 도출할 것임. 이를 통해 여성의 재난 취

약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재난 대응에 성인지 관점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이 남성에 비

해 재난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그리고 여성 내에서도 특정 조건

의 여성 집단은 사회･경제･문화적 혹은 신체적 요인으로 인한 정책지원 및 교

육의 부족으로 재난･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임

(2) 여성 재난 취약성 발생의 주요 원인

□ 여성의 재난 취약성은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 지원과 여성들의 교육, 

훈련, 경험의 기회 부족에서 기인함. 따라서 여성들의 재난 취약성을 해소하

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교육･훈련･경험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함. 여

성의 재난취약성을 해소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먼저 정책적 지원임 

□ 표준 성인 남성 위주의 정책 지원에 대한 개선 

◯ 재난 발생 시 서울시는 성인지 관점의 맞춤형 지원을 전개해야 함(정책지원1: 

정책지원 및 민관협력). 서울시의 정책 지원은 주요 재난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책 관리자의 접근은 이러한 대응에 대해 예방, 대피, 대

처, 복구 등의 재난 단계별 필요한 기능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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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7❙ 성인지 관점의 재난 관리

◯ 두 번째 정책적 지원은 시민 행동 매뉴얼 제작 및 배포임(정책지원2 매뉴얼). 

교육기회가 적은 여성들에게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매뉴얼은 교육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매뉴얼이어야 하고, 

접근성이라는 측면과 콘텐츠의 성인지성 강화라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야 함

□ 교육훈련과 경험의 기회 부족

◯ 재난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적 지원에 이어 중요한 것이 교육

임. ❙그림 Ⅰ-8❙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

상 재난안전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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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8❙ 성별 재난안전 교육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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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희영･이유화(2015). 포괄적 안전 개념에서 본 서울여성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

❙그림 Ⅰ-9❙ 연령별･성별 재난안전 교육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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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재난에 더 취약한 비율이 높고 여성 내에서도 특별히 취

약한 집단(1인 가구 여성, 돌봄여성(사회･경제적 취약성), 임산부, 고령여성(신

체적 취약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젠더라는 변수가 포함된 재

난 관련 매뉴얼이 부재함. 그리고 매뉴얼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 연구 역시도 

여성의 안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그 마저도 체계적이지 못하게 

제시(강희영･이유화. 2015: 3)되고 있는 실정임. 즉, 기존의 여성 정책과 연구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만 집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여성 안전에 주목해서 재난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여

성들을 고려한 재난 단계별 정책 지원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성인지적인 재

난 매뉴얼(안) 개발을 통해 여성의 재난 취약성 해소를 도모함. 이를 통해 서울

시 여성은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이 재난으로 입는 피해를 경감시키는 것

이 본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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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 성인지 관점 재난 대응의 주체

◯ 서울시 재난 관리자와 서울 시민의 협력 대응

◯ 여성취약성 해소를 위한 기본 전제: 기존의 수혜, 서비스, 배려의 개념 탈피

◯ 재난 관리와 대응 전 단계에서 여성이 참여하여 여성이 의사결정을 하고 여성

의 필요사항 반영

❙그림 Ⅰ-10❙ 서울시 여성 재난 취약성 해소를 위한 재난 관리 방안

서울시 여성 재난 취약성 해소 방안 모색

▸ 서울시 재난 관리자의 역할 ⇨  성인지 관점의 재난관리 가이드라인 도출 

▸ 서울 시민의 역할 ⇨ 성인지 관점의 재난대응매뉴얼(안) 도출

◯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먼저, 기존의 서울시 재난관리 현황을 

기반으로 하여 현행 재난관리의 문제점을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함. 재난관리

자의 입장에서 기존의 관리 매뉴얼에 성인지 관점을 재난 단계별로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또한, 시민들이 재난 시 활용하는 행동매뉴얼에 대

해 성인지 관점을 적용함. 이를 위해 관련 매뉴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울시

의 재난 유형별 행동 대응 매뉴얼 중에서 선별한 주요 매뉴얼들을 검토함. 그

리고 이를 여성의 취약성에 대한 원인 분석과 결합시킴

◯ 이를 위해 해외 도시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해외 사

례 비교를 국가 단위로 하였으나, 이 연구는 서울을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 국가의 대도시 사례에 주목함. 또한 이 연구는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성인지 관점의 재난 관리 가이드라인과 재난대응매뉴얼(안)의 전문성과 객관

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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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관점의 서울시 재난관리 가이드라인과 시민 행동 매뉴얼(안)을 제공함

◯ 이를 통해 여성의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재난 안전 취약성 해소의 발판을 마

련하고자 함. 그리고 여성의 재난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

로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안전교육6) 그리고 매뉴얼 공급 외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성인지 관점의 재난관리를 위

해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 관점의 재난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

인지 관점에서 서울시 재난 매뉴얼을 분석함. 둘째, 재난에 취약한 여성들(임

산부, 장애인･영유아 동반 여성, 고령 여성, 1인 가구 여성 등)이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행동 소책자 개발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여성 집단을 고려한 

성인지 관점의 매뉴얼(안)을 제시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안전 역량 강

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난 안전 교육 방안을 모색함

6) 교육은 필요에 따라 여성 당사자에 대한 매뉴얼 내용 교육과 해당 내용의 강사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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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추진 체계

□ 본 연구의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음

단  계 주요 내용

1

단

계

계 획

설 계 

‣ 시행계획서 작성  
▪연구목적, 내용, 추진방법 등 계획

수립
연구방향

설정 및 

주요연구내

용 도출
‣ 재단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서울시

담당자, 재단 내부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연구방향 및 설계 적절성, 연구방

법 타당성, 연구내용의 적절성 등

2

단

계  

자 료

분 석

‣ 서울시 기존 재난 

대응 매뉴얼 분석

▪기존 매뉴얼의 성인지적 검토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

▪매뉴얼 개선 방향 도출

안전 매뉴얼 

현황 및 

교육 현황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서울시의 기존 재난 

취약자 안전 교육 

현황과 특성 파악

▪서울시 재난 취약자 안전 교육 

현황과 특성 파악

   

3

단

계  

조 사

연 구

‣ 해외사례 분석
▪해외 도시들의 성인지 관점의 재

난 매뉴얼 분석

재난 

매뉴얼의 

성인지적 

콘텐츠 

도출
‣ 전문가 FGI ▪조사내용 구성 및 내용 자문

4

단

계 

정 책

방 안

도 출 

‣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 방향성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성인지

관점의

재난대응

매뉴얼(안) 

도출
‣ 정책방안 정리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발굴 

5

단

계 

결 과

보 고 
‣ 결과보고서 작성 ▪연구보고서 작성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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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재난에 대한 서울시 재난대응체계

□ 서울형 재난대응체계(SRF: Seoul Response Framework)는 그 비전을 “명확한 재

난대응 절차 수립을 통한 시민안전의 실행력 확보”로 설정하고,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로 “핵심기능과 단위직무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재난대응체

계 구축”을 제시함

◯ 서울형 재난대응체계(SRF)의 7대 원칙은 지원업무 조정 체계화, 대응체계의 

집중도 향상, 기능중심의 효율적 운용, 유연한 대응, 신속한 대응, 교육훈련의 

일관성 확보,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임

◯ 중요한 사항은 모든 재난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난 대응 이해관계 집

단에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재난 단계별 관리와 기능별 관리를 혼합하는 것이 중요함

□ 재난 단계

◯ 재난 진행은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 (예방)의 네 단계의 순환 사이클

을 형성함. 처음 두 단계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재난 

이후에 해당함. ㉠ 예방: 재난에 대해서 발생원인 및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

Ⅱ성인지 관점의 재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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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동 ㉡ 대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취하는 활동과 

대책 ㉢ 대응: 재난 발생 중 또는 재난 발생 직후, 인면구조 등 재난에 대처하

기 위한 비상상황 활동 ㉣ 복구: 재난 이후 피해 복구, 국가기반 체계의 복원, 

재난대응구조물 설치 등의 활동

◯ 재난 관리 역시 재난 예방(교육)･대비 단계 → 재난 상황에서 대처･대피와 재

난 직후의 고립･피난소 상황 단계 → 재난 복구 단계로 구성됨

◯ 이에 더하여 재난 취약자인 여성들이 주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 가능하도

록 공통기능별 성인지 관점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방(교육)･대비 단계에서는 여성의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대처 단계에

서는 성인지 관점을 강화하며, 복구 단계에서는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을 제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야 함

□ 재난의 국민안전처 지정 13개 공통필수기능

◯ 재난상황관리 기능,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긴급 통신 지원 기능, 시설피해

의 응급복구 기능,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교통대책 기능,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자원

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사회질서 유지 기능, 재난지역 수색･구조･구급지원 

기능, 재난 수습 홍보 기능 

◯ 공통 재난 대응 유형을 분류한 후 주요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주요하게 고려할 공통적인 재난 대응 기능들은 국민

안전처의 13가지 공통필수기능을 기준으로 추출되게 됨

□ 서울형 재난대응체계(SRF)에서 제시하는 13가지 핵심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시행령” 제 43조의 5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을 작성. 활용하여야 함을 의

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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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재난대응체계(SRF)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상위법

령에 명시된 13가지 핵심기능과 단위직무에 따른 재난대응 추진전략을 서울

특별시의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아래와 같이 재정의함

❙표 Ⅱ-1❙ 서울시 재난대응 추진전략

핵심기능 재난대응 추진 전략

기능총괄 및 상황관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필요한 핵심기능을 총괄 

조정하여 재난상황을 관리, 지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활동 및 물자 지원과 세제, 전기, 

통신료 감면 등 간접적인 금융지원

긴급 통신 지원
▪긴급 구조기관 및 지원기관 간 원활한 정보통신 체계를 위해 통

신두절지역에 통신인프라 응급 복구

시설응급복구
▪시설의 2차 피해발생 예방 및 인명구조를 위한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에너지 공급기능 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에너지 및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전력, 

가스 유류시설의 복구

재난 관리자원 지원
▪재난대응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재난물자에 대

해 종합적으로 관리

교통대책
▪교통수단 확보를 통한 비상수송대책 수립 및 교통정보센터의 생

황관리 및 전파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사상자에 대한 응급의료 및 이송조치를 위한 지원 사항 및 피해

지역 방역활동 지원

재난현장 환경 정비
▪재난지역 부산물 및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 처리를 지원하

고 유해화학물질 피해 및 처리 상황을 관리

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
▪재난발생 인근 자치구 행정응원 협력체계 구축과 자원봉사자 현

황 파악 및 지원과 재난관리기금 운영

사회질서 및 대외협력 
▪현장 통제, 안전관리, 주민대피 등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군경인

력 및 장비 동원 협의 및 상황파악

수색･구조･구급
▪재난현장에서 사망, 실종자 수색 및 구조, 응급처치, 응급이송 

등 전반적인 구조･구급

재난 수습 홍보 
▪재난상황 동향 파악 및 재난현장 취재를 통해 언론대응 준비와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브리핑 수행

출처: 원종석 외(2016). 서울시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대응 표준행동절차서 개발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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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재난대응체계(SRF) 수립을 위해 ‘지원업무 조정 체계화’, ‘대응체계의 

집중도 향상’, ‘기능중심의 효율적 운용’, ‘유연한 대응’, ‘신속한 대응’, ‘교육훈

련의 일관성 확보’,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의 7대 원칙을 제시함

□ 서울형 재난대응체계(SRF)는 서울시의 모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

축하고 있음. 우선적으로 지휘체계의 일원화로 재난대응 중복업무의 비효율

을 방지하고, 누구나 쉽게 대응체계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함

□ 13대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성하며,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긴급대응과 단기복구활동에 주력함

□ 이를 기준으로 재난 관리자들이 활용하는 재난 관리 매뉴얼이 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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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지 관점의 관리자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

◯ 미국 국토안전부에서 발간한 �장애인 포괄 재난관리�(FEMA, 2013)와 세계보

건기구 및 유니세프, 적십자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가이드 노트�(WHO, 2013)

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의 재난대응 가이드 

중 재난 약자에 대한 부분이 뛰어나게 잘 기술된 해외사례임

◯ 이에 더해 독일연방정부의 재난관리에 대한 �2014 연간 보고서�(FOCPDA, 

2014)와 일본의 �피난 권고 등의 판단･전달 매뉴얼 지침의 일부개정�의 내용

을 포함, 이를 통해 대표적 국제기구와 미주, 유럽, 아시아의 대표 선진국을 모

두 포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재난대응에 있어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의 피해를 줄이

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쉬운 것은 여성만을 특화시켜서 이에 부합하

는 관리자 재난대응 가이드북을 만들지는 않는 상황임. 그러나 해당 관리 가이

드 내지 지침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난관리에 있어 다음의 기본원칙을 공

유하고 있음

1) 협력과 참여

◯ 재난 대응은 전체 공동체의 책임감과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따라서 중

앙과 지방 정부관리 부처 및 의회 그리고 민간단체 및 조직, 시민들의 통합적 

활동과 조율을 강조함

2) 재난 약자에 대한 존중

◯ 재난 약자도 재난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함

◯ 재난 약자도 동등한 사람이자 시민으로써,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함. 그리고 기

본권과 자유를 누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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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통합과 조율의 중요성

독일 연방정부 연간보고서 미국 국토안전부 가이드

출처: FOCPA, 2014; FEMA, 2013

◯ 지역 수준에서 재난 약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재난 대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7)

◯ 임산부나 노인, 영유아,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지역 시민들

을 파악하고 이를 주변에 알려야 함

◯ 모든 공동체의 참여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돼야 함

� 차별 없는 프로그램과 재난대응 행동에서의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 모든 개별 시민들의 기능적 필요에 부응하는 한편 접근이 가능해야 함

� 계획의 모든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해야 함

� 약자 포함: 약자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음

� 통합: 비상 프로그램과 서비스, 활동은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 비용부담 없음: 재난 약자에게 동등한 접근권을 주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단

에 대한 비용을 따로 청구하면 안 됨

◯ ❙그림 Ⅱ-2❙는 대표적 재난 약자인 장애인의 지역별 현황임(미국 국토안전

부 가이드에 제시)

7) 지역 수준에서 재난 조기 경보 체계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이 과정에서 재난 약자가 소외

되지 않게 풀뿌리 단위의 네트워크를 조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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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종류를 구분해서 제시한 기초 데이터와 그들에 맞는 기

능적 필요를 포착해야 함. 이는 임산부나 노인, 영유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그림 Ⅱ-2❙ 지역별 재난 약자 현황 제시

출처: FEMA, 2013

❙그림 Ⅱ-3❙ 정보접근의 중요성

출처: FOCPA, 2014; FEM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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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리나 이후 개정된 재난관리법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전부의 연방재난관리

청은 다음의 것을 해야 함. 이것은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노인

이나 임산부를 비롯한 재난 약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함

� 재난 약자(장애인) 코디네이터를 만들고 대응가이드라인을 발달시킬 것

� 탈출과 재활노력을 조율하고 서포트

� 장애인을 도울 교통수단을 제공

� 안내동물(안내견 등)과 함께 있는 개인들에게는 피난처를 비롯한 기타 편의를 제공

3) 자조역량8)

◯ 공무원들은 재난 상황에서 재난 약자들이 통제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야 하고, 

위기시 의사소통을 통해 그들의 자조역량을 키워야 함

◯ 이를 위해 재난관리 상황에서 이들과 소통을 하는 법을 익혀야 함9). 장기적으로 

중앙이나 지방정부는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에 취약할 수 있는 대상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법을 교육,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함

❙그림 Ⅱ-4❙ 소통을 강조하는 독일 연방정부 보고서

출처: FOCPDA, 2014

8) 독일 연방정부 재난 관리부처의 연간보고서나 일본 도쿄도는 약자 재난 관리에 있어서 재난 약자와 

공동체의 자조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9) 아이 컨텍이 중요하고, 짧은 문장으로 크고 분명하게 말해야 함. 그리고 펜과 종이를 통해 이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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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지 관점의 재난 관리 가이드라인

□ 자원 및 재난대응 관리

◯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적십자의 공통 가이드 노트(WHO, 2013)와 일본 정

부의 매뉴얼 개정 지침은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함

� 재정적 자원: 지역이나 국가수준에서 약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난 리스크 관리(장애인을 포함한 재난 약자에 대한 현황조사, 약자의 이동, 

보조기구, 피난처 제공, 재활, 훈련, 시설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함

� 조직적 자원: 재난 약자를 위한 조직 구조를 만들고, 지리적 배치를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의료와 교육 및 사회서비스 제공, 재난과 

관련된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조직을 응집력 있게 만들어야 함

� 인적 자원: 약자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양성

◯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함(WHO, 2013)

� 재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지식

� 재난 약자에 대한 이해와 잘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약자의 권리 파악 

� 약자를 배려하는 태도와 그들에게 필요한 도구와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

□ 재난 약자의 재난대응 관리

◯ 재난 약자(장애인)의 현황과 지역별 통계자료가 필요

◯ 재난 약자의 등록이 필요하고 이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체계적으로 재

난 중이나 재난 이후에 관리해야 함

◯ 지역별 다발 재난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난 예방 및 대처 계획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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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재난 취약성 해소를 위한 재난 단계별 관리 가이드라인

◯ 기존의 단계별 재난관리 틀에서 추가적으로 기능들을 고려하여 이를 중심으로 

재난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Ⅱ-5❙ 단계별･기능별 재난 관리

예방･대비 ➤ 대응 ➤ 복구

✚

재난대응 13개 공통기능

기능총괄 및 상황관리,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긴급 통신 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 공급기능 

복구, 재난 관리자원 지원,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재난현장 환경 정비, 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 사회질서 및 대외협력, 수색･구조･구급, 재난 수습 홍보

  
여성의 재난취약성 해소를 위한

성인지 관점의 재난관리 가이드라인 도출

※ 재난 단계(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와 기능(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한 13개 재난 공통기능) 고려

◯ 이러한 성인지 관점의 재난 관리의 원칙은 여성의 참여와 활동 그리고 재난 

취약여성에 대한 상황별 필요 요구 반영을 중심으로 해야 함  

◯ 여성에 대한 성인지 관점이 특히 필요한 분야 혹은 정부의 기능에 대한 도식

을 중심으로 하여 재난 단계별 재난 관리와 공통기능에 대한 고려가 결합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성인지 관점의 재난 관리의 원칙은 여성의 참여와 활동 그리고 재난 

취약여성에 대한 상황별 고려를 중심으로 함

□ 기존의 단계별 재난관리 틀에서 추가적으로 기능들을 고려하여 이를 중심으로 

재난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재난 발생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재난 단계별 관리 접근을 좀 더 세분화하여 

국민안전처 공통기능10)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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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여성에 대한 성인지 관점이 특히 필요한 분야와 재난 단계별 재난 관

리와 공통기능에 대한 고려가 결합될 필요가 있음

◯ 성인지 관점의 재난 관리 원칙은 여성의 참여와 활동 그리고 재난 취약여성에 

대한 상황별 필요사항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함  

◯ 단계별 그리고 기능별로 재난관리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기존연구를 기초로 

㉠ 준비 및 대피단계에서의 고려 사항 ㉡ 대응단계에서의 고려사항 ㉢대피단

계에서의 고려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 함

□ 성인지 관점의 관리자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예방>

매뉴얼 보급, 

재난 대비 중요성 

홍보 등의 과정에 

여성 남성을 함께 

참여하게 함

➡

<대비>

임산부, 

대피곤란을 겪는 

여성을 고려하고 

필요사항을 

지원함

➡

<대응>

여성과 어린이의 

대피를 조정하기 위해

각 구역별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여성이

참여해야 함

➡

<복구>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권을 

보장함

10) [기능1] 기능총괄 및 상황관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필요한 핵심기능을 총괄 조
정하여 재난상황을 관리, 지원 / [기능2] 긴급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활동 
및 물자 지원과 세제, 전기･통신료 감면 등 간접적인 금융지원 / [기능3] 긴급 통신 지원. 긴급 구조
기관 및 지원기관 간 원활한 정보통신 체계를 위해 통신두절지역에 통신인프라 응급 복구 / [기능
4] 시설응급복구. 시설의 2차 피해발생 예방 및 인명구조를 위한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 [기능5] 에너지 공급기능 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에너지 및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전
력, 가스 유류시설의 복구 / [기능6] 재난 관리자원 지원. 재난대응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
원하고 재난물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 / [기능7] 교통대책. 교통수단 확보를 통한 비상수송대책 
수립 및 교통정보센터의 생황관리 및 전파 [기능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사상자에 대한 응급
의료 및 이송조치를 위한 지원 사항 및 피해지역 방역활동 지원 / [기능9] 재난현장 환경 정비. 재
난지역 부산물 및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 처리를 지원하고 유해화학물질 피해 및 처리 상황을 
관리 / [기능10] 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 재난발생 인근 자치구 행정응원 협력체계 구축과 자원
봉사자 현황 파악 및 지원과 재난관리기금 운영 / [기능11] 사회질서 및 대외협력. 현장 통제, 안전
관리, 주민대피 등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군경인력 및 장비 동원 협의 및 상황파악 / [기능12] 수
색･구조･구급.  재난현장에서 사망, 실종자 수색 및 구조, 응급처치, 응급이송 등 전반적인 구조･구
급 / [기능13] 재난 수습 홍보. 재난상황 동향 파악 및 재난현장 취재를 통해 언론대응 준비와 보도
자료 제공 및 언론브리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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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단계 기능별 재난 관리 내용

준비 및

대피

정보제공

✚

대피

- 정보 확산

- 경고 인지 및 파악

-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 교통

- 교육과 훈련

대응

구조

✚

의료 지원

✚

대피소

✚

식수와 위생

- 팀 구성

- 수요파악

- 주의할 점

- 의료 서비스

- 서비스 접근성

- 디자인과 배치

- 공간과 위치

- 서비스의 제공

- 접근성과 위치

복구

식료품과 

의류

✚

건강

✚

위로금 

지급

✚

정신건강

✚

안전･

성폭력

- 배분

- 영양

- 의류

- 임산부 및

수유여성

- 생리

- 피임

- 지급

- 정보

- 진단

- 심리적반응

- 상담

- 취약계층

- 지속성

- 서비스제공

- 안전 및 

보안 규정

- 상담

구호 관리

✚

교육

✚

피해규모 

산정

✚

생활

✚

복구계획

- 구호대피소 

관리

- 구호품 

공급

- 정보 전달

- 신체적 

보호

- 인지적 

보호

- 사회심리적

보호

- 직간접적

피해

- 복구작업

- 생활계획

- 훈련

- 경제적 지원

- 자활

프로그램

- 지역사회의 

참여

- 경제적 복구

- 사회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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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재난 단계 및 기능별 성인지 관점의 재난 관리(재난 관리자)

11) 1인 당 하루 필요한 물의 양은 재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재난

대응단계
기능별 재난 관리 내용

준비 및 

대피단계

정보 제공(Baden et al., 1994)

정보 확산

▪남성과 여성의 특성에 맞는 각각 다른 매뉴얼을 준비해야 함

▪공공장소는 물론 모든 지역에  위기 대응 매뉴얼이 제작 및 보급되

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여성과 남성 모두를 매뉴얼 제작 및 확산 과정에 참여시켜야 함

경고 인지

및 파악

▪여성들에게 조기 경보의 중요성과 조기 경고의 필요성에 대해 설

명해 주어야 함. 특히, 정보가 부족해서 경고의 의미를 잘 이해하

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경고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하고 조기경고의 

중요성을 알려야 함

대피(Baden et al. 1994; D'Cunha, 1997)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대피 경로에 대해 재난 취약자들에게 알려줘야 함

▪여성과 어린이의 대피를 조정하기 위해 각 구역별 책임자를 지정

교통 ▪여성과 어린이 특히, 임산부 및 수유부의 대피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

교육과 훈련

▪대피하기를 어려워하는 여성에 대처하기 위해 대피를 지원하는 팀 

훈련을 해야 함

▪여성들이 스스로 적절한 대피에 대한 의사결정을 즉시 내릴 수 있을 

만큼의 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해야 함

대응단계

구조(Chakrabarti and Walia, 2009)

팀 구성 ▪구조 팀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수요파악 ▪구조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남성과 여성의 수요파악을 해야 함

주의할 점

▪구조 팀은 임신 여성의 응급 상황 시 대처를 위한 훈련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장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

▪구조 팀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구조할 훈련을 해야 함

의료 지원(APLWD, 2006; Sayeed, 2005)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위해 남성과 여성 직원 모두를 채용

▪여성과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실을 개별적으로 설치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팀에는 산부인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의료 상담 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여성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함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시설의 운영 시간은 여성의 가사시간과 어린이들이 편한 시간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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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단계
기능별 재난 관리 내용

대응단계

대피소(Chakrabarti and Walia, 2009)

디자인과 배치

▪대피소와 보호소 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하고 배치해야함

▪식수와 위생시설의 설계 및 유지보수에 여성과 남성 모두를 동원, 

같이 참여해야함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파악하여 활동에 적절한 공간을 할당해야 

함. 특히, 여성에 필요한 공간과 그와 관련된 사항은 여성에게 자

문을 구해야함

▪임시대피소에는 청소녀, 심신장애 여성 등을 위한 별도 공간이 있어야 함

▪임시 대피소는 학교와 병원 근처에 구축해야 함

▪모든 임시 대피소가 1인 당 필요한 적절한 면적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해야 함

▪임시 대피소의 시설은 여성 친화적이어야 함

공간과 위치

▪대피소는 가족들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

이터를 제공해야 함

▪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에 적절한 조명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함11)

▪임시 대피소에서는 가족과 가족사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파티션

이 충분히 제공되어야함

▪임시 대피소에서 여성과 어린 소녀들에게 직계 가족 구성원이 아

닌 남성과 숙박시설을 공유하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됨

식수와 위생(SRED, 2006; Mehta, 2007)

서비스의 제공

▪식수의 위치, 배급 및 유지에 여성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1인 당 필요한 물의 양을 맞춤형으로 고려해야 함(한 사람당 적어

도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 확인)

▪화장실을 구성 혹은 설계 하고 설치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을 모

두 참여시켜야 함

▪여성과 남성 화장실의 비율을 고려해야 함(남성 화장실 1개가 있을 

때 여성 화장실 3개 마련 등)

▪속옷 및 위생 의류 전용 세탁 영역을 표시해야 함

▪여성들과 상의해서 공동목욕시설, 세탁시설, 화장실 등을 디자인

해야 함

▪아이들을 돌보는 관련 프로그램에 부모 모두 참여하도록 해야 함

▪대피소의 물과 위생 등 관련 위원회에 여성을 절반가량 참여시킴

으로써 책임을 공유해야 함

▪여성과 남성 모두 식수와 위생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훈련에 참

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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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단계
기능별 재난 관리 내용

대응단계 접근성과 위치

▪임시 대피소 근처 지역이나 안전한 구호 캠프 주변에서 식수를 찾

아야 함

▪물의 공급이 한정적이거나 특정 시간에만 가능하다면 여성들에게

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함

▪기타 부대시설은 중앙에 위치해 접근이 쉽고 조명이 잘 되어야 함

▪목욕시설 내부에는 잠금 장치와 문이 설치되어야 함

복구단계

식료품과 의류(IASC, 2006; Chakrabarti and Walia, 2009)

배분

▪식료품에 대한 서비스 전에 남성과 여성의 필요량을 확인해야 함

▪음식은 성별 균형이 맞는 팀 조직하여 분배해야 함

▪식품 포장의 무게 관리 등은 여성에서 맞게 효율적으로 해야 함

▪무료 음식 배분 서류를 발급할 때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명의로 발

행해야 함

▪서비스 지역이 먼 거리일 경우 물품은 낮 시간 동안 수령할 수 있

도록 하고 사전에 서비스 배송이 이루어져야 함

▪여성과 남성이 적극적으로 식량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의 설계, 구현, 

모니터링 및 평가에 참여해야 하고 확인해야함

영양

▪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별 권장 칼로리 섭취량을 알아야 함

▪식품 재료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임신 및 수유 여성을 위한 영양가 있는 음식 재료의 키트와 안전한 

물 그리고 소독제를 준비해야 함

▪영아에게 모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유아와 가족을 위한 식량 지원 패키지에 모유를 대체 할 수 있는 

식품을 포함해야 함

▪모든 식품은 취급이 용이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공되어야 함

의류

▪의류는 여성, 남성, 영유아 등 성별과 나이에 맞게 그리고 날씨 등

에 적절하게 준비되어야함

▪여성의 속옷은 여성이 여성에게 배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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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단계
기능별 재난 관리 내용

복구단계

건강(Chakrabarti and Walia, 2009)

임산부 및

수유 여성

▪모성 보건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을 조력자로 지정해야 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임산부나 유산, 산후 여성에 대한 배려

가 필요함

▪관리자 중 조산사 일을 할 수 있는 의료 종사자가 있어야 함

▪임산부를 식별하여 배려하고 임산부의 안전계획을 수립함

▪각 임산부에 가정 분만 키트를 제공하고, 관리자는 위험 신호를 파

악하고 시설의 위치와 분만 키트 사용법을 숙지해야 함. 그리고 재

난 중 유산한 여성을 지원해야 함

▪임신 중 합병증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24시간 서비스를 

준비하여 제공해야 함

▪수유가 중단된 수유부의 모유응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생리

▪정기적으로 생리 용품을 지급함

▪최초 배분 과정에서 여성 및 청소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위생 용품을 제공해야 함

▪소각로와 화장실을 준비해야 함

피임
▪다양한 피임 방법(혹은 도구)이 제공되어야 함

▪피임용품과 임신테스트 관련 물품은 여성을 통해 전달되어야 함

위로금 지급(Chakrabarti and Walia, 2009)

지급

▪호주 혹은 가구주 개념은 기준이 되지 못함

▪기혼자들이 함께 사용할 계좌에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여성과 남

성에게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야 함

▪위로금은 배우자나 친척이 사망한 이들을 위한 일자리나 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 무료 가족 의료 서비스와 결합될 수 있음

정보

▪위로금 지급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대피소에 여

성과 남성 공무원을 지정해야 함

(정보는 비문맹자와 문맹자 모두를 고려하여 단순한 언어로 제공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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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단계
기능별 재난 관리 내용

복구단계

정신건강(Solomon et al., 1987; Sekar et al., 2005)

진단 ▪여성에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한 정신건강 검사를 시행해야 함

심리적 반응

▪여성이 재난 시에 보이는 공통의 심리적 반응에 대해 정신건강 종

사자들에게 알려야 함

▪여성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비정상적 상황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상담

▪상담이 시작되기 전에 정신건강 종사자들로 하여금 라포를 만들도

록 가이드 해야 함

▪비밀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여성이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함

▪여성의 경우 같은 여성일 때 감정적으로 더욱 편안함을 느끼는 경

향이 있으므로 정신 보건 서비스를 제공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상

담원을 모두 배치해야 함

▪비록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실수가 발견되고, 그들이 피해자가 아니

더라도 비단정적인 접근을 취해야 함

▪여성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든지, 

침묵할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생각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상대에

게 편안함을 주는 태도를 보여야 함

▪분노나 눈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권장해야 함

▪여성의 개인적 자원을 강조하고 당면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함

취약계층
▪상담 서비스에서 특수 취약 집단을 고려해야 함(재난으로 사별한 

여성, 낙태를 한 여성, 성폭력 피해자, 심신이 불편한 여성 등)

지속성

▪여성들이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 주변의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다른 고통 받는 여성들에게 상담을 제

공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

안전･성폭력(Chakrabarti and Walia, 2009)

서비스 제공

▪대피소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서비스 제공은 주로 낮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저녁에는 접근이 

쉽고 잘 보이는 길에서 이루어져야 함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여성이 대피소의 다른 

일을 하는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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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단계
기능별 재난 관리 내용

복구단계

안전 및

보안 규정

▪여성과 남성 경찰이 함께 순찰을 하게 해야 함 

▪여성과 남성이 함께 안전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여성 안전에 대해서 문서화 된 안전 지침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해야 함

▪위반사항에 대해서 여성들이 즉각적으로 신고하도록 교육･훈련해야 함

▪여성 경찰관은 여성의 불만을 기록하고 여성의 권리 위반 사항을 

감시해야 함

▪대피소의 야간 안전을 유지해야 함

▪대피소의 보안조치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여성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재해 근처 지역에서 술 판매를 제한해야 함

상담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

는 개인, 그룹 및 조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존중

하고 지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폭력에 노출된 여성을 상담할 때는 무언가를 판단하려는 접근을 

취하지 말고, 여성이 사회적 지지와 자활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적

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구호 관리(Walia, 2006)

구호대피소

관리

▪연령과 성별이 구분되어 제시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야 함

▪대피소 관리팀, 위원회에 여성과 남성 모두가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대피소에서의 의사결정에 여성을 참여시켜야 함

▪여성이 남성 가족원에게 대표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함

▪여성에게 편한 시간을 고려하여 대피소 관리 회의를 진행해야 함 

▪대피소는 임산부나 수유, 생리 여성을 위해서 분리 된 공간을 만들

어야 함

구호품 공급

▪구호용품의 디자인부터 내용구성 까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구호품을 배분할 때 여성과 남성을 모두 참여시켜야 함

정보 전달

▪정부나 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절차나 일시, 장소에 대한 구호 

정보를 전달할 때는 여성과 남성 공무원을 균형있게 지정해야 함

▪정보를 공지할 때는 여성들이 충분히 회의에 참여할 수 없었더라

도 여성들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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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단계
기능별 재난 관리 내용

복구단계

교육(UNESCO, 2006; Chakrabarti and Walia, 2009)

신체적 보호

▪학교를 대피소 근처에 배치하여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 위해 요인을 

통제해야 함

▪등･하굣길의 안전을 보장할 공동체 구성원을 지정해야 함

▪출석여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중퇴자들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함

인지적 보호

▪대피소 생활에서의 위생과 청결에 강조점을 둔 교육을 남녀 학생

들에게 시행해야 함

▪수영, 태권도, 줄타기와 같은 생존 기술을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게 

가르쳐 줘야 함

▪남녀 학생 모두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해서 향후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함

▪성평등 교육을 모든 부분에서 실시해야 함

사회심리적 

보호

▪예술, 음악, 시, 춤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표현을 할 기회를 만들

어야 함

▪여자 아이들이 창조적 활동이나 동료와의 집단 활동, 스포츠나 춤

과 같은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피해규모 산정(Chakrabarti and Walia, 2009)

직간접적 피해 ▪여성과 남성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해야 함

복구작업

▪공통의 복구작업은 목록을 만들어 제시하고, 각각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용된 시간을 수량화해야 함. 여성이 행한 일에 대한 양적 

자료가 없다면, 직접 여성에게 물어보거나 대략 하루 평균 8시간 

노동 시간을 가정해서 산정해야 함  

▪여성이 하는 자원봉사나 돌봄노동, 가사노동도 복구작업의 범주로 

포함해야 함

생활(Mehta, 2007)

생활계획

▪모든 생활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에 남녀 모두를 참여시켜야 함

▪여성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있어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고

려해야 함

▪프로그램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지식, 기술,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

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구성해야 함

▪생활 프로그램은 젠더 고정관념을 깨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실행되

어야 함

훈련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직업 교육을 조직해야 함

▪교육 팀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형을 고려해야 함

▪기술 교육은 여성의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함

▪훈련 프로그램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을 고려하여 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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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재난 대응별, 공통기능별 재난 관리를 염두에 두면서 모든 재난 단계에 

대해 성인지 관점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각 부문에 대한 주관 부처를 

지정하여 성인지 관점의 적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함

재난

대응단계
기능별 재난 관리 내용

복구단계

경제적 지원

▪필요시 재난 피해와 관련한 대출이나 정부의 재난 보조금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여성, 남성 공무원을 지정해야 함

▪여성이 기술이나 남성들에게 보다 친화적인 자원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함

▪신용기관 등은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은 채 무급으로 노동하는 여

성도 고려해야 함

자활프로그램

▪자활에 필요한 음식과 경제적 지원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방을 마련

해야 함

▪먼 거리에 사는 여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프로그램 장소에 적

합한 교통시설을 제공해야 함

▪개발과 재건설 프로그램에 여성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

복구계획(Walia, 2006)

지역 사회의 

참여

▪재난 이전 상황으로의 지역사회 복구를 위한 장기 비전 계획을 준

비함에 있어서 지역 사회의 여성과 남성 모두가 공유해야함

▪여성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불편함 없이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고, 여성들의 의견을 들어야 함

▪재해 복구 관련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사 결정에까지 여성이 참여

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함

경제적 복구

▪재해 이후 다중 위험에 대비하여 주택을 비롯한 모든 물리적 자산

에 대한 보상 및 복원에 있어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함

▪실질적인 고용 비율 등에 있어서 여성을 고려해야 함

▪여성이 스스로 지역경제 복원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확

인하면서 재건 및 복구를 진행해야 함

사회 복구

▪1인 가구 여성과 미혼모 등과 같은 집단을 위한 특별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필요시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함

▪여성을 위한 공식적인 모임과 의견 등을 공유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이후에 필요한 활동에 손쉽게 참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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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 관리자들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 재난은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서 대응해야함. 효율적인 협업과 이 과정에서의 

성인지 관점의 적용을 위해 전달체계의 개선 및 권한 부여가 가장 중요

◯ 또한, ❙표 Ⅱ-3❙ 과 같은 주요 재난별 업무 분장에 대한 체계적인 협업 매뉴

얼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를 모든 부처의 관리자가 숙지해야 함. 그리고 성인

지 관점의 관리 매뉴얼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부서

가 지속적으로 모든 재난 단계에 대해 관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협

조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있는 준비 단계와 대응 단계에서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함

□ 준비 단계12)

◯ 재난의 예방과 완화는 사회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

는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위험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단계임(Petak, 1985)

◯ 대체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가 직면하게 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둠. 재난 종류에 따라 재난 예방 및 완화 활동은 다르게 

나타남

◯ 잠재적 위험성을 지닌 물질이나 방사능의 누출 현상을 포함하는 인위적인 재

해의 경우에는 발생 기회를 감소시키거나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에 중점을 두

어야 함. 반면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재해노출 지역에서의 

재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예방활동과 피해 감소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함(이상팔, 2001 재인용)

◯ 이러한 준비단계에서는 지역의 재난 취약자에 대한 사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함

12) 이와 같은 재난 관리는 재난 발생 이전과 이후 단계별로 구성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 관리시 체크

해야 할 목록은 부록으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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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단계

◯ 대응 단계란 재난 발생 직전과 직후 또는 재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취해지

는 인명구조, 재산손실의 경감, 긴급복구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임(류충, 2005)

◯ 재난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재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어도 재난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정한 활동들을 해야 함

◯ 대응 단계는 준비계획의 동작화, 비상체제의 운영, 주민들에게 비상행동요령

의 숙지, 비상응급의료지원, 비상대책 상황실 운영, 이재민 구호, 긴급대피소 

운영,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거나 복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재해 직전, 도중, 직후에 취해진 활동을 

말함

◯ 재난 시 재난관리 기관들이 수행해야 할 각종 임무 및 기능을 실제 적용하는 

단계임(전정석, 2010)

❙표 Ⅱ-3❙ 재난대응 참여 이해 관계자

구분 세부 참여자 재난대응 역할

서울시민

지역사회

개인･가족단위 

시민

▪시민은 서울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재난발생초기 응급대응 역량을 갖춰야 함

공동주책단위 

지역사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등 공동주택단위의 시민은 재난취약지

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난발생 시 대비체계 마련 및 행동

마을 단위 

지역사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단위 지역사회 대표구성원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역할 

수행

비영리

민간단체

(NGO)

자율 방재단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 자율 방재단은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각 지역 조례에 규정된 시민단체의 

역할 수행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법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의 경우 재난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를 담당

재난대응 

시민단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무관한 자발적 시민단체의 재난대

응 역할이 매우 중요함. 시민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재난

대응 참여

대한적십자사
▪사상자 및 이재민 발생 시 이재민 임시주거 구호 활동 및 생

활필수품 등 구호물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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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종석 외(2016). 서울시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대응 표준행동절차서 개발용역

구분 세부 참여자 재난대응 역할

민간협력기관

기반시설 

긴급복구업체

▪사회기반시설의 응급복구에 투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자

치구의 당해 연도 연간단가 수행업체 등의 재난대응 역할 

명료화

폐기물 긴급처리 

업체

▪재해 페기물의 긴급 처리를 위하여 자치구의 폐기물 운반 

계약업체의 재난대응 역할 명료화

지역 언론

(케이블방송 등)

▪지역현장에 가장 빠르게 투입되어서 각 세대에 케이블 방송 

및 SNS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 가능

공공기관

서울시 공기업.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조례에 의거한 공공기관의 경우, 서

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에 따른 기능별 재난대

응 역할 수행

국가 공기업. 

공공기관

(서울시 관내 소재)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중앙정부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울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서울시의 요청에 따른 재난

대응 역할수행

자치구청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확산 방지 및 사상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초동대응을 

수행. 재난 대응 상황을 서울시에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이재민 구호품 수송, 관리. 급식봉사 등 지원

서울시

교육청
학교

▪임시휴업, 등하교시간 조정 협의 및 교육청 지원, 이재민 대

피소 제공

서울시청

서울시긴급구조

통제단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의 재난 초기 응급대응

▪소방재난본부의 초기대응을 포함한 서울특별시장의 중기대응 

역할

서울시재난안전

대책본부
▪중. 장기의 대응 및 복구활동을 위한 역할 수행

서울시자원봉사

센터
▪이재민 구호품 수송, 관리, 급식봉사 등 지원

중앙정부 중앙재난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수습지원단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현지파견 등의 역할 수행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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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서울시 조직별 재난대응 업무 (예시: 풍수해)

조직 재난대응 단위직무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재난관리

주무부서)

▪실무반 지휘 총괄

▪상황반 지휘 총괄

▪상광관리 지휘 총괄

▪상황실 재난상황관리 총관(보고서 작성)

▪상황판단회의 및 각종 보고회의

▪복구지원 등 대외기관협의

▪재난상황전파(NDMS) 및 예･경보 발령

  - 취약(위험)지역 사전대비 태세 점검 .확인

  - 방재시설물 사전점검 및 가동지시

▪수방 상황실 근무상황 관리(응소대장)

▪회의 준비 및 상황실 물품, 자료정리 등

▪하천분야 재난관리 총괄

  - 하천수위 및 예경보 시스템 모니터링

  - 하천 및 하천공사장 관리 총괄

▪서울시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 총괄

▪자치구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 총괄

▪기상상황 등 모니터링

  - 기상예보, 강우량, 취약지구 CCTV운영

  - 현장기동반 운영(SMS 상황발령)

물재생계획과

▪하수도 분야 재난관리 총괄

  - 하수도 수위 모니터링 분석

  - 하수도 피해 및 빗물받이 관리 총괄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예, 경보상황전파(행정포털, NDMS 등)

▪119(종합방재센터0 피해상황 수합

▪종합적인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유지

▪재난현장복구지원

  - 재난관리거버넌스 복구협력

  - 생활안전거버넌스 복구협력

▪재난현장지휘소 설치

도로관리과

▪일반도로피해관리총괄

  - 소파, 급경사지, 기저시설 피해 복구

  - 침수도로 통제(시경 협조) 및 배수복구

도로시설과

▪전용도로피해관리총괄

  - 소파, 급경사지, 기전시설 피해 복구

  - 침수도로 통제(시경 협조) 및 배수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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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재난대응 단위직무

푸른 도시국

산지방재과

▪산지분야재난관리총괄

  - 산사태예경보시스템, 현장예방단 운영

  - 산사태, 토석류 피해 관리 총괄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분야 피해복구 대책

  - 공원, 가로수, 국립공원 피해 총괄

 ※ 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등 피해사항 수합

조경과

자연생태과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교통두절 시 교통대책 총괄

  - 지하철, 버스 피해조사 및 교통대책

 ※ 서울매트로 등 지하철 운영사 총괄

교통정보센터

▪교통상황관리 및 통제 알림

  - 교통상황관리(TOPIS), 상황전파(VMS 등)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연계

교통운영과

▪교통시설물 복구대책(2단계부터 근무)

  - 교통 표지판, 신호등 등

 ※ 도로사업소 등 피해사항 수합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소방장비.인력 등 재난복구체제 전환

▪재난사고 구조 및 구급 등

대변인 언론담당관

▪언론매체 대응 및 보도자료 작성

  - 언론사(신문.방송) 자료제공

  - 언론 브리핑(동향보고) 및 기록유지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수방대책상황, 피해상황 등 시민소통

  - 각종 홍보매체 활용 시민소통 및 홍보
시민봉사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수해쓰레기 처리 및 청소대책 총괄

▪수해지역청소, 적환장 및 매립지 반출

녹색에너지과
▪ Lifeline 차질

  - 에너지(전기, 가스, 유류)공급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통신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주택분야 피해복구 대책

  - 자치구별 피해 총괄(상황총괄반 연계)

 ※ 주요공사장(SH 공사) 피해사항수합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 농경지분야 피해복구지원

  - 자치구별 피해 총괄(상황총괄반 연계)민생경제과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이재민 임시주거 구축 및 가동

▪구호물품 지급 및 인명피해 지원

▪재해구호기금운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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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재난대응 단위직무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피해지역 의료 및 방역대책

▪의료기관 비상진료체제 가동생활보건과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군(인력.장비)동원 협의에 관한 사항

▪민방위대원 참여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청(학교시설피해)지원

▪임시휴업 조치 등 협의

기획조정실

대회협력담당관 ▪경찰청 및 타 지자체 지원

기획담당관 ▪총괄조정

예산담당관 ▪수해복구 예산편성

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구 행정응원

▪자원봉사관리

본부 사업소

종합방재센터
▪119실시간 재난신고 및 조치사항 관리

▪피해(예상)지역경보방송(민방위통제소)

도시기반시설본부 ▪타 기능에 대한 복구 장비 지원

교통방송 ▪재난방송 지원

유관기관

종합방재센터
▪119 실시간 재난신고 및 조치사항 관리

▪피해(예상)지역 경보방송(민방위통제소)

도시기반시설본부 ▪타 기능에 대한 복구장비 지원

교통방송 ▪재난방송 지원

수도방위사령부
▪군부대 지원

▪대민수해복구 지원(병력 및 장비)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력지원

시설관리공단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등 피해예방 및 복구대책

▪지하도 및 지하상가 피해예방 및 복구 대책

▪청계천제방, 수문관리, 인명대피 및 안전관리 대책

서울매트로

도시철도공사

9호선 운영사

▪지하철 역사, 차량기지 수방대책

▪지하철 내 상황전파 및 홍보 계획

▪지하철(1~9호선) 방수판 설치 및 침수피해 복구

SH 공사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수방대책

▪주요 공사장 안전관리 및 복구인력, 장비 지원

자원봉사센터 ▪민간자원봉사자 지원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수위 등 수문정보 제공

서울시교육청 ▪휴교조치, 학교시설 피해 복구

서울시경찰청 ▪교통통제 등

북한산관리

사무소

▪사고위험지구 관리

▪탐방객 출입통제 및 대피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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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종석 외(2011). 서울시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대응 표준행동절차서 개발용역,  2016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 조직도를 반영하여 재구성

□ 부처별 협력과 매뉴얼의 통합 필요

◯ 기존 재난 관리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유사 매뉴얼의 혼재, 부서

별･기관별 협업체계 미흡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재난 취약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난 관리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일

차적으로 해소해야함

◯ 특히 여성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처에서 관련 체크리스트를 적

용해야함. 재난 관리 전반에 성인지 관점이 포함되어야만 재난 취약성을 해소

할 수 있음

◯ 따라서 기본 원칙 전반에 성인지 관점의 체크리스트13)를 적용해야 하며 모든 

재난 관리 이해 당사자가 재난 취약자를 고려해야 함

13) 체크리스트 예시는 부록에 제시됨

조직 재난대응 단위직무

유관기관

한국전력공사 ▪정전, 단전

한국가스

안전공사
▪가스공급 차질

KT등 통신사 ▪통신두절

대한적십자사
▪재해현장 응급진료소 지원

▪자원봉사자 및 기금관리 지원

한국방송공사 ▪재난방송





III
성인지 관점의

재난 대응

1. 서울시 시민행동매뉴얼

2. 해외도시 행동매뉴얼 사례

3. 해외도시 행동매뉴얼 구성 및 내용

4. 성인지 관점의 재난대응매뉴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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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시민행동매뉴얼

□ 매뉴얼 분석과 더불어 재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어 재난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기존의 재난 교육이 가진 문제점과 해결책 

제시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함

◯ 대안적인 성인지 관점을 견지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있어, 우선되

어야 할 것은 바로 기존의 재난대응 매뉴얼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것의 장점을 

잘 계승하는 한편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임

□ 장의 구성

◯ 이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됨. 먼저 재난 대응 매뉴얼에 대해 분석하고 그 

다음으로 재난 대응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분석함. 그리고 각 부분은 국가 차원

에서 실시하는 것과 서울시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검토하도록 함

◯ 국가 차원에서의 국민행동요령 재난대응 매뉴얼과 해당 교육내용을 분석하는 

이유는 서울시의 대난대응 매뉴얼과 교육의 상당부분이 국가에서 제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기 때문임

Ⅲ성인지 관점의 재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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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안전처의 국민행동요령

◯ 국민행동요령은 정부부처인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음. 여기서는 

해당 내용에 따라 재난에 대한 대처 상황을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해상

안전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각 상황별로 상황의 

발생 요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대응방법을 제시함. 이러한 국민행

동요령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민들은 위와 동일한 내용의 행동 요령을 파악할 수 있

고 동영상과 그림을 통해 보다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내용을 숙지할 수 있

으며, 대피소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지하철 사고의 경우 지하철 

내의 사진을 바탕으로 안내되어 있어 쉽게 안전장치 사용법을 숙지가능함

◯ 해당 앱에는 국가 비상사태, 붕괴와 화재, 지하철 사고 등에 대한 행동 요령이 

수록되어 있고 동영상과 텍스트 그림과 같은 자료와 대비소의 위치 등을 실시

간으로 알 수 있음. 특히 지하철 사고의 경우 지하철 내의 사진을 바탕으로 안

내 되어 있어 보다 쉽게 안전장치와 사용방법을 숙지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그러나 안전 매뉴얼에 나오는 삽화가 대부분 남성이 주인공인 삽화 이며 여성

의 경우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음. 특히 ｢안전 디딤돌｣

앱 내의 비상대비 물자 준비 물품 목록은 여성용품이나 영･유아에 해당되는 

물품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등 성인지적인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그림 Ⅲ-1❙ 국민안전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안전디딤돌」앱

출처: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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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의 시민행동요령

◯ 서울시는 안전포털사이트인 서울안전누리(http://safecity.seoul.go.kr)를 구축하

고, 여기에 시민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음 

◯ 여기에서 시민행동요령은 크게 세 범주로 구성되어 있음. 먼저, 계절별 재난

행동요령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을 제시한 후 각각

의 상황에 맞는 행동요령을 제시함. 두 번째로 생활재난행동요령에 대해 제시

되어 있음. 서울시는 응급처치, 소화기사용법, 심폐소생술, 전기가스 가소, 지

진, 승강기안전사고, 어린이사고, 화재유형 및 대책, 환절기 건강관리 등에 필

요한 행동을 이 항목에서 설명하고 있음. 세 번째로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에서

는 총 35개의 상황을 설정한 후 각각의 행동요령을 제시함. 그밖에도 구 별로 

재난대비 시설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제시하고, 안전정책과 생활안전정보 등

도 제시함 

◯ 이러한 서울시의 시민행동요령은 대부분 국민안전처의 국민행동요령 내용을 

활용한 경우가 많음. 즉, 서울시 시민을 위한 행동요령 제공은 국민안전처의 

국민행동요령을 기반으로 하되 해일이나 농어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들을 

제외하고 대신 서울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고들이나 자연재해･재난

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조금 추가된 정도의 수준으로 제공됨. 그리고 각 구

청의 홈페이지에서는 지역의 대피소 안내와 함께 매뉴얼 내용이 동영상으로 

소개된 국민안전처 재난대비 동영상이 제공됨으로써 서울시민을 위한 재난대

비 매뉴얼은 크게 pdf 파일 형식으로 된 활자 매뉴얼(삽화 삽입)과 동영상으로 

된 재난 대비 안내 매뉴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내 매뉴얼의 성인지 관점 부재

◯ 국내 매뉴얼들은 대부분 해당 재난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에 대한 안내와 기

본적인 주의사항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용상에서는 성인지성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매뉴얼 설명을 돕기 위해 등장하는 설명 인물들이나 삽화의 

인물들에 맡은 재난 시 역할들이 성별 분리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즉, 4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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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보편적으로 내세우면서 부와 모의 역할 그리고 아이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 

◯ 이러한 매뉴얼들은 내용상 성인지 관점이 부재할 뿐만이 아니라, 안전교육 기

회가 적은 이들이 보기에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

음. 즉, 매뉴얼은 내용을 성인지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가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즉, 안전에 대한 상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상세하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국내 매뉴얼은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음. 따라서 매뉴얼은 내용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구

성하고 제공하는지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시민 대상 재난 대응 매뉴얼 역시 활자형태와 동영상형태로 크게 구분됨

(1) 활자(삽화) 매뉴얼

◯ 서울 안전누리 홈페이지에서는 각 재난과 사고별로 활자로 된 매뉴얼을 제공

함. 해외 매뉴얼과의 가장 큰 차이는 책자 자체에 있음. 해외 매뉴얼들은 대부

분 특정 색상을 컨셉으로 하여 삽화나 사진을 많이 활용. 특히 주요 매뉴얼을 

한 책자에 모두 함께 수록하고 있음. 이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부분으로 

해당 도시의 주요한 재난대비책을 책자로 제공함으로써 재난 취약자들에게 정

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함

◯ 그러나 시민행동요령을 포함한 국내 매뉴얼은 사전식으로 각 재난에 대한 개

별적인 매뉴얼을 나열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통합성과 포괄성 그리고 재난취약

자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해당 매뉴얼의 구성과 형식 그리고 내용에 대한 성인지 관점에서의 분석은 다

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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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매뉴얼이 책자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서울시 주요 재난 대응의 우

선순위가 반영된 매뉴얼이 없음

- 국내에서 재난 대응 매뉴얼을  책자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음. 따라서 매뉴얼의 

구성 체계가 존재하지 않음. 다만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각각의 재난에 대한 

안내 정도가 존재함 

- 각 지역마다의 주요한 우선순위 재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제공되지 않음

� 둘째, 시민 안전의 중요성이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대상자 구분도 전혀 없음

- 서울시 시민행동요령을 포함한 국내 매뉴얼은 매뉴얼 필요성이나 사진 등을 

통한 재난 상황 제시 등을 제공하지 않음. ❙그림 Ⅲ-2❙ 좌측에 제시되어 있

는 시민행동요령 중 대형 화재 대응 매뉴얼의 표지는 백지 위에 글자만 인쇄

되어 있음

- 즉, 서울시 여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흥미유발이나 

동기부여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서울시민의 안전

을 위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 단지 관련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작됨

- 반면, 뉴욕시의 매뉴얼 표지를 보면 재난 현장 사진과 색상에 대한 고려를 포

함하여 “뉴욕시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뉴욕시 안전

가이드”라고 표현함으로써 해당 매뉴얼이 뉴욕 시민 전체의 안전을 고려한 매

뉴얼 북임을 명시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함. 특히 매뉴얼을 세계 모든 주요 국가 

언어로 제공하고 있음. 한국어판 역시 상당히 높은 품질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재난취약자로 분류되는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까지 포함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국내의 매뉴얼은 산발적으로 재난별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구성됨. 

대형화재나 지진 혹은 기타 사고들에 대한 매뉴얼 표지가 모두 동일하며 매뉴

얼에 대한 성별뿐 아니라 대상자 구분도 전혀 찾아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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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대형화재 시민행동요령과 뉴욕시민 재난대응매뉴얼

시민행동요령 뉴 욕

� 셋째, 시민의 역량 강화에 대한 관점이 부재함

- 국내 매뉴얼은 독자들의 역량이나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보만을 제공함. 해외의 경우는 

이와 상반됨. 재난 취약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고 강조하는 문구가 매뉴얼 초입부터 표기되어 있음. 또한,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따로 표시하기도 함

❙그림 Ⅲ-3❙ 뉴욕시민 재난대응매뉴얼 시작 문구와 표지

뉴 욕 토 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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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내 매뉴얼은 활자 중심으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구조를 기

다리는 등의 지시만 하고 있음. 해외 매뉴얼에 비하면 국내 매뉴얼은 간략한 

안내문 수준으로 제공됨

- 독자들은 그저 구조와 지시를 기다리는 매우 수동적인 매뉴얼을 따르게 됨. 

그러나 뉴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에서는 매뉴얼을 제공하기 전에 해

당 매뉴얼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하며,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주변 상황이나 

해당 도시 모습을 제공함. 이를 통해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을 둘러보게 

하고 미리 재난을 경험하는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넷째, 매뉴얼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성: 안전교육기회의 부재를 매뉴

얼을 통해 보완하기 어려움 

- 국내 매뉴얼은 여성들을 비롯한 재난 취약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뉴얼이

라 할 수 없음. 교육 기회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재난 대응 매뉴얼은 다음의 

요소 ,즉 중요성 강조, 시각화, 흥미유발, 할 수 있다는 독려 그리고 가독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그러나 국내 매뉴얼에는 이러한 요소가 부재함

❙그림 Ⅲ-4❙ 사실 나열 중심의 국내매뉴얼과 시각효과 중심의 해외매뉴얼

시민행동요령 뉴 욕

- 즉, 국내 매뉴얼은 그림 Ⅲ-4에서 볼 수 있듯이 표지 바로 뒷장부터 재난 관련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음. 성별과 연령대가 불명확한 그림이 군데군데 삽입이 

되어 있지만 주로 활자를 통해 재난 관련 사실을 제공하는 것에 치중됨



66 ❙ 성인지 관점의 재난관리 매뉴얼 개발

- 이는 재난교육훈련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재난 취약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활

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매뉴얼임. 그러나 해외에서는 일단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하고 손쉽게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독자 스스로

가 행동하고 준비할 수 있음을 강조함. 이는 재난취약자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Ⅲ-5❙ 시각효과 중심의 해외매뉴얼

대 만 뉴 욕

- 이처럼 해외에서는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던 시의 사진이나 재난 발생 시에 시

민들이 있을 수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 사진을 제공함. 이를 통해 매뉴얼을 이

용하는 시민들이 생활공간에서 재난을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함. 그

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스스로 찾게 함 

- 하지만 국내 매뉴얼은 삽화 몇몇이 들어가 있을 뿐이며, 사진 등은 전무한 상

황임. 뿐만 아니라 시 자체적인 매뉴얼도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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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주요한 재난의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해외매뉴얼

대 만 뉴 욕

- 그림 Ⅲ-6 좌측 대만매뉴얼 표지처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재난을 제시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재난을 구성함. 재난 취약자들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해외 매뉴얼들의 공통적인 특징임 

- 또한, 그림 Ⅲ-6 우측 목차처럼 해외에서는 해당 시에서 많이 일어나는 재난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지진 대응매뉴얼을 구성하여 제시함. 또한, 디자인과 색

상에도 많은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국내에는 이러한 책자 자체가 부재함. 재난매뉴얼은 그 내용이 정보제공

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디자인에도 큰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성을 비

롯한 재난취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움

� 다섯째, 재난재해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이 미반영 됨

- 국내 매뉴얼은 재난대응에서 협력의 중요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 여성 

중에서도 특히 1인 가구 여성이 재난에 취약한 이유는 혼자라는 특성과 여성

이라는 특성이 결합되었기 때문임

- 해외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온 국민이 약자와 어린이를 도와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또한, 재난 시 어린이의 마음을 보살피는 것은 모든 성인의 의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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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강조함

- 그러나 국내 매뉴얼은 가족과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재하고, 이웃이

나 공동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전무한 상황이며 구조대의 도움

을 기다리라는 내용 정도만 제시되어 있음

❙그림 Ⅲ-7❙ ‘함께’를 강조하는 해외매뉴얼

온타리오(캐나다) 싱가포르

- 1인 가구 여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재난취약자들은 재난 발생 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 도움을 제공해야 함. 해

외 몇몇 매뉴얼에는 가족과 시민의 도움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약자

에 대한 매뉴얼도 함께 제공함

(2) 동영상 매뉴얼14)

◯ 활자 매뉴얼과 함께 서울시는 짤막한 동영상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나, 동영

상 매뉴얼 역시 성인지 관점은 전무한 상황임.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일반적

인 가족의 모습, 비상물품 준비 목록을 포함한 내용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

14) 추가적인 내용은 부록1에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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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서울시 동영상 재난매뉴얼과 개선사항

기 존 매 뉴 얼 개 선 사 항

엄마는 물품을 준비하고 
아빠는 배수관을 점검하도
록 되어 있음

▪성별 역할 분리를 개선해야 함

  -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가족유형
이 다양화된 현 상황 하에서 엄마 
아빠의 성별역할을 분리하여 제
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들이 분업을 해야 
한다는 문구 등으로 수정이 필요함

비상용품 준비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급상자나 라디
오 등만 포함되어 있음

▪성인지적으로 물품 목록 보완할 필

요가 있음

  - 대형 생리대, 영유아, 노약자를 위한 
일회용 기저귀와 물티슈 등 대상별 
필요 물품을 제시해야함

“모두 안심하고 뛰어 내릴
- ”이라고 이야기 하며 공
기 안전 매트 사용을 권장 
하고 뛰어 내릴 것을 이야
기 하고 있음

▪고령의 노인이나 임산부 돌봄 여성

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함을 감안

하여 다른 대피 방법도 제시해야 함

청년을 대상으로 비상 대
피 방법을 설명 하고 있는 
장면이 연출됨

▪재난약자의 입장에서 물리적인 힘이 

일반 청년과 다름을 감안한 영상 자

료 화면이 필요함

일반남성의 소화 진화 장
면을 재현 하고 있음

▪재난 취약 계층의 경우 물리적인 힘

이 일반 남성에 비해 약할 수 있고 

돌봄 여성의 경우 행동이 자유롭지 

못할 경우가 있음을 감안해야 함. 

일반 소화기와 함께 경량의 소화기 

사용법을 제시해야 함. 더불어 직장 

여성을 비롯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함

▪혹시 해당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무리하게 진화하지 말고 대피

부터 할 것을 추가적으로 안내해야 함

“우리 가족 안전회의~”라고
아빠가 이야기 하고 있는 
장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전통적인 가정

의 모습이 아닌 1인 가구 여성 등을 

고려해야 함. 가족 회의도 중요하지

만 지역 사회 재난 네트워크를 제시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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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매 뉴 얼 개 선 사 항

동영상의 상황의 진행은 
아빠가 혼자 하고 있음

▪여성의 주도적인 모습을 추가하거

나,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엄마의 

역할을 제시 하는 등 성역할 고정관

념이 들어간 내용을 수정해야 함

조기 진화에 대해 역무원
이 설명 하고 있음

▪소화기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려 주

는 영상이 필요함

▪남성이 무거운 소화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성이 소화기를 사

용하여 진화 하는 모습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절할 수 있음

지하철역에 방독면이나 손
전등이 구비되어 있음을 
안내하고 있음

▪여성용 방독면이 따로 있음을 알려

야 하고 더 나아가 방독면 사용 방

법에 대해서도 설명하면 더욱 유용함

“모두 안심하고 뛰어 내릴~ ”
이라고 이야기 하며 공기 
안전 매트 사용을 권장 하
고 뛰어 내릴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고령의 노인이나 임산부 돌봄 여성

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함을 감안

하여 다른 대피 방법도 제시해야 함

화재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여성의 모습을 보
여주고 있음

▪재난약자의 심리상황을 고려한 충
격 스트레스 관리, 트라우마 등에 

대해 사전 교육이나 준비가 필요하

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함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이
야기 하고 있음

▪임산부, 돌봄 여성, 고령 여성 등 완
강기를 사용할 수 없는 재난약자에 

대한 다른 대비방법을 제시해야 함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
은 우리 가족이니까요~”

▪현대 사회에서 여러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있음을 감안하여 가족뿐만 아
니라 지역 네트워크, 이웃주민,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의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재난 훈련 매뉴얼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풍수해 대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음

▪서울시 특성에 맞는 풍수해 대비책

을 제시해야 함. 또한, 성인지적 관

점에서의 풍수해 재난 사전 대비 상

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

시할 필요가 있음



Ⅲ

Ⅲ. 성인지 관점의 재난 대응 ❙ 71

2. 해외도시 행동매뉴얼 사례

□ 해외 사례 도시 종류

◯ 재난대응키트가 구체적,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총 9개국 18개의 사례를 

분석함

◯ ①미국(루지애나주, 휴스턴시, 샌디에고, 뉴욕, LA) ②캐나다(런던, 온타리오, 

브램턴, 토론토) ③대만 ④싱가포르 ⑤중국 ⑥홍콩 ⑦호주 ⑧뉴질랜드 ⑨독일

□ 해당 도시와의 비교 이유

◯ 재난대응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재난대응법을 홍보하고 있는 아시아

와 유럽, 북미에 위치한 총 18개의 국가나 지자체를 분석함

◯ 특히 일본 외에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대도시로써 서울시와 비교 가능한 조건

을 가진 도시로는 베이징(중국),상하이(중국), 홍콩(홍콩), 타이페이(대만), 싱가

포르(싱가포르)를 들 수 있음

◯ 동아시아 대도시들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대도시이기 때문만은 아

님. 이들은 모두 서울과 유사한 지정학적 상황,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서 급속

히 성장해온 도시들로 서울과 마찬가지로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는 모두 2차 

대전 이후 냉전구조 속에서 공산권에 대항하는 서방세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며 급격히 성장함. 또한, 성장 방식 역시 유사했음

◯ 사회학자 마뉴엘 카스텔(Castells. 1992)은 이들은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지칭하며, 생존을 위해 국가가 압도적인 자율성(autonomy)과 능력성(capacity)

을 바탕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끌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더하여 이들 도

시는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그 자체가 국가이거나 서울처럼 국가의 정치･경제･

사회 전 분야 기능과 자원을 집약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또

한 찾을 수 있음. 이처럼 발전의 시공간적 배경과 발전전략, 국가 내의 위치에 

있어 이들 도시들은 모두 비교에 적합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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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도시 매뉴얼의 특징

◯ 도쿄도, 뉴욕시, 런던시, 타이페이를 비롯한 대부분의 해외 매뉴얼들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매뉴얼북에 수록하고 있으며, 여기에 준비해

야 할 비상물품 목록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도쿄도의 비상물품의 경우에는 재난을 대비하여 집안에 일상적으로 비축

해두어야 하는 물품과 피난시 반출해야 하는 물품을 담은 가방에 대한 내용으

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음

1) 일본의 도시 매뉴얼

◯ 일본 정보 성평등 담당국(Gender Equality Bureau Cabinet Office)15)은 동일본

대지진 등의 재해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본 방재 부흥 대응지침｣

을 작성하여 배포함. 이 지침에는 여성과 영유아 동반 여성을 위한 비상용품 

목록이 다양하고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재난 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위

기관리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16)

◯ 이를 기반으로 일본 도쿄도 복지보건국은 �도쿄방재�라는 도민 대상 매뉴얼 

책자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매뉴얼은 성인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임

산부와 돌봄 여성을 위한 대비 매뉴얼을 제공함. 또한, 아이들에 대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음. 성인지적인 물품 준비부터 다양한 재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

는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임산부 대상의 매뉴얼은 조기분만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 약품, 병원과 

주치의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돌봄 여성 재난 매뉴얼은 돌봄 대상자

(돌봄 대상자: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에 따라 구분되어 매뉴얼이 제

시되고 있음.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매뉴얼을 따로 제시하고 있는 도쿄도

에서는 어린이, 노인, 외국인과 함께 여성이 재난 취약자로 분류되어 맞춤형 

물품들이 제시됨. 서울시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15) http://www.gender.go.jp

16) 본 연구의 영역은 아니지만 일본은 성인지적 관점을 준거로 재난 이후 대피소 생활의 공간관리와 안전에 대해

서도 설명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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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도(일본) 매뉴얼

◯ 일본의 국가재난대응체계(방재기본계획)는 1961년 재해대책기본법에 의거하

여 구축.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체계를 갖고 있음(하규만, 2011)

◯ 일본은 자연재해와 사고를 지진, 쓰나미, 풍수해, 화산, 설해 등 5가지의 자연

재해와 해상, 항공, 철도, 도로, 원자력, 위험물, 대규모화재, 임야화재 등 8가

지의 사고로 유형화해서 각각의 개별법을 제정함

◯ 일본 정부는 동일본대지진 등의 재해 경험을 기초로 성평등 담당국(Gender 

Equality Cabinet Office)에서 2013년 5월 ｢성평등 관점에서 본 방재 부흥 대응

지침｣을 작성하여 전국에 배포함

◯ 일본은 재난, 재해 대책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여 1인 가구 여성, 고령여성, 

돌봄 여성을 구분하여 비상물품, 재난 방재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있음

◯ 기본 환경이 서울과 유사한 도쿄도는 도차원에서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주요 

재난에 대한 성인지적인 매뉴얼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이 매뉴얼에는 성별 

고정관념이 투여되지 않은 역할 분담이 제시됨

❙그림 Ⅲ-9❙ 성평등 관점에서 본 방재 부흥 대응지침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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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사회적 약자(좌측)에 대한 안내와 여성, 영유아, 고령자에 대한

             비축물품을 분리 제시(우측)하고 있는 도쿄도의 재난매뉴얼

출처: 도쿄방재

❙그림 Ⅲ-11❙ 성역할 고정관념이 없는 도쿄방재 삽화

출처: 도쿄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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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도의 방재 매뉴얼은 지진에 대한 시뮬레이션(大震災シミュレーション), 

시민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행동(今やろう　防災アクション)과 지금 당장

은 아니라도 그 외에 해야 하는 대응들(そのほかの災害と対策)에 대한 안내를 

수록하고 있음.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재난 

대응 준비 행동을 유도하고, 재난･재해에 대한 호기심이 준비로 이어지도록 

매뉴얼북을 구성함

❙그림 Ⅲ-12❙ 도쿄방재의 ‘지금하자’ 로고

출처: 도쿄방재

◯ 도쿄도의 비축물품 예시는 성인지적으로 구성, 제시되어 있고, 이를 참고로 하

여 각 가정에서 비축물품을 보충하고 추가하도록 유도함

◯ 일본 스미다구는 2014년 ｢여성의 재해 방지 대책간담회｣를 채택함. 이 보고서는 

① 여성재해방지리더의 육성과 촉진 ② 남녀공동 참가에 의한 대피소 운영과 

체제의 구축 ③ 성인지적 관점(여성의 시점)을 근거로 한 재난 물자의 확보와 

대책 추진 ④ 대피소운영 매뉴얼의 재검토 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재난 약자

를 배려한 상담 체제의 정비(여성대상 상담창구 강화 및 충실) ⑥ 다양한 재해

방지훈련의 실시 ⑦ 재해 시 재난약자의 구호와 재택 피난자의 지원에 충실 

등 7가지 항목을 제언함(스미다구 여성의 재해방지대책간담회 보고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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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도의 매뉴얼 책자는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고, 다양한 재난 약자의 상황

에 대비하여 다양하고 상세한 대처 방법을 수록함. 이 책자에는 한정된 물자로 

응급처치, 위생관리,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지혈 등

의 기본 응급 상식 뿐 만 아니라 간이 화장실을 만드는 방법, 간이난로 만드는 

방법까지 제시함. 이 방법은 한 장으로 간명하게 구성되어 있음. 특히 여성들

을 위한 면생리대 만드는 방법, 간이 기저귀 만드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음

◯ 도쿄도 매뉴얼은 아기에 대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따로 제시함

❙그림 Ⅲ-13❙ 간이 기저귀와 생리대 만드는 방법

출처: 도쿄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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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4❙ 평화로운 일상(좌측)과 순식간에 재난으로 폐허가 된 도쿄 도심(우측)17)

◯ 매뉴얼 북 마지막에 만화(漫画_TOKYO“X”DAY)를 수록하여 재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발생 전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줌. 

이를 통해 매뉴얼 숙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기를 부여함

◯ 도쿄 미나토구는 육아가정에 맞는 매뉴얼북과 가정에서 갖춰야 하는 상세 비

상목록 리스트를 작성하여 배포함. 해당 매뉴얼북은 재난 시 영유아를 둔 가정

에서 대처 할 수 있는 행동 요령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삽화를 삽입하여 

쉽게 대처 할 수 있도록 구성됨

17) 이 만화를 통해 지진은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이러한 흥미 유발은 

재난 예방 교육 사각지애데 있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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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5❙ 영유아를 둔 가정 매뉴얼

□ 도쿄 외에도 일본 가와사키시의 경우 1인 가구 여성과 고령여성을 위한 재해 

대책 방재수첩을 제작, 배포함

◯ 가와사키시는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행동매뉴얼을 별도 소책자로 발간함. 여

기에는 상황(공간, 시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 등이 수록되어 있으

며, 비상 대비 물품 목록도 수록되어 있음(부록참조)

◯ 1인 가구 여성을 기준으로 작성된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이동 가능한 거리를 1시간에 400미터 정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체력에 자

신이 없을 경우 무리하게 귀가하지 말고 직장이나 공공시설에 머물도록 유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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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일본의 재난 약자 매뉴얼

   

▪생리용품, 휴대용 비데 등 여

성에게 유용한 물품을 상세히 

제시함. 재해 시 유용한 정보

를 상세히 수록

  

▪고령자를 고려하여 활자를 크

고, 읽기 쉽도록 구성하였음. 

지진을 비롯한 다양한 재해에 

다양한 정보를 수록

□ 일본 효고현 역시 성인지 관점의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음

◯ 효고현에서는 여성과 산모 그리고 아동을 위한 비상용품 목록을 제시하고 있

음. 생리용품, 수유용품, 기저귀용품 등을 구분하여 목록화함

❙그림 Ⅲ-17❙ 여성, 산모, 아동을 위한 비상물품 목록

출처: 효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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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과 캐나다 도시의 매뉴얼과 재난 대응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주정부 주도로 재난과 비상사태에 대한 사전 대처 방안

이 구비되고, 세부 지역들의 경우 그 정보를 활용하여 제공함. 미국의 국가 재

난 대응체계는 국가재난대응체계(NRF)임. 미국은 1992년도에 연방재난대응계

획(Federal Response Plan)을 수립하여 실행함. 이후 2004년도에 국가재난대응

계획(National Response Plan)을 만들었고 2008년도에 이를 국가재난대응체계

(NRF)로 재편성함

◯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18))은 재

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여러 자료를 축적해두었는데, 크게는 기업 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 및 준비물품들과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을 제

공함. 위기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개인 수준의 자료들 중 장애인과 특별한 필

요가 있는 이들(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pecial needs)을 위한 매뉴얼이 제

공됨19)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20))

의 위기 예방 및 대응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21) 부문 또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각 재해 별 예방 및 대응방안에 더해 노년층(older 

adults), 아동과 보호자(children and their caregiver), 장애인(people with 

disabilities) 그리고 만성질환자(people with chronic illnesses)들을 위한 재난 예

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함

◯ 또한, 아이다호(Idaho)주22)와 켄터키(Kentucky)주의 경우 이러한 주의 가이드

라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거나 나름 재구성해 제공하고 있음. 휴스턴

(Houston)시23)의 경우 이런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더해 각종 재난과 비상사

태에 대한 가족, 지역, 개인 수준의 대응방안 안내 DVD를 배포하고 지역 수준

18) http://www.fema.gov

19) 1) get a kit: 비상물품 사전준비, 2) make a plan: 계획, 3) be informed: 정보 확보

20) http://www.cdc.gov

21) http://emergency.cdc.gov

22) http://healthandwelfare.idaho.gov/Health/ReadyIdaho/tabid/1613/Default.aspx

23) http://www.readyhoustontx.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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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교들에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존재함. 취약집

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은 노년, 만성질환자로 국한되고, 기존 가이드라인

에 필요･복용 약품과 개인적 네트워크의 필요성 등이 추가되어 있을 따름임

◯ 정부 차원에서 여성 집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4) 산하 여성건강본부(Office on 

Women’s Health25))에서 위기 대비 및 대처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음. 

다수의 정보가 FEMA의 ready.org와 연결되어 있고, 전체 틀, 물품 구비(get a 

kit), 계획 수립(make a plan), 정보 제공(be informed)의 단계 또한 동일함

◯ 차이점이라면, 재난 상황 발생 대비 물품 구비 단계에서 필요 물품에 탐폰과 

생리대, 기저귀, 분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임26). 또한 계획세우기 단계에서 

임신 여성과 갓 아이를 출산한 여성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27). 임신한 

여성의 경우 응급 출산에 대비한 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유아와 임산부의 

경우 위생과 청결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음. 이에 유아 관련 물품을 재난 

상황 발생 대비 물품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모유 수유 수업을 수강할 것

을 독려함. 또한 재난 상황 시 가급적이면 모유수유를 권하는데, 이는 아이 분

유를 보존해 비상시를 더 대비할 수 있게 해주고, 산모와 유아 모두에게 안정

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함

◯ 또한 Contact Loved Ones28)라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위기상

황 발생 시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들이 하나의 번호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나 

상황 등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도와줌. 그런데 FEMA와 연결된 링크들 중 상

당수가 연결이 되지 않는 등 관리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으로 보임

24)  http://www.hhs.gov

25)  http://womenshealth.gov/emergency-preparedness

26)  http://womenshealth.gov/emergency-preparedness/get-a-kit-together/index.html

27)  http://womenshealth.gov/emergency-preparedness/make-a-plan/index.html

28)  http://www.contactlovedones.org/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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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재난･비상사태 대비는 사적 영역에서도 서적 등을 통해 활발히 전개되

고 있음. 관련 서적의 목록의 예시로 ❙표 Ⅲ-1❙과 같은 서적이 존재함

❙표 Ⅲ-1❙ 재난･비상사태 대비 서적 목록

서적 목록

- Johnson, Pamela. 2012. The Single Woman's Guide to Urban Disaster Preparedness.
- Green, Pamela. 2014. Women Survival Guide. 50 Essential Strategies to Get Your Family 

Out Alive if Disaster Strikes.
- Cline, Jerry. 2014. Woman's Survival Guide: 8 Things You Must Know to be Ready for Any 

Disaster.
- Cliff, John. 2015. Survival Guide for Women: Get Your Self Prepared for Any Disaster.
- Langley, Anna. 2015. Survival Guide for Women and Families: How to Get Your Family 

Ready for Any Emergencies in 50 SIMPLE STEPS

출처: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여성건강본부(Office on 

Women’s Health)의 http://www.contactlovedones.org 

◯ 상기 서적들에 더해 재난･비상 사태 발생 시 여성의 생존에 대한 가이드북과 

키트들이 활발히 판매되고 있음

◯ 이 외에도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재난･비상 사태 발생 대비 및 대처 가이드가 

비정부단체나 의사협회와 같은 시민사회 영역에 해당되는 조직들에 의해 만들

어지고 있음. 미국 산부인과 학회(the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29))의 위원회 보고서는 의사가 여성과 유아의 재난･위험 대비를 

독려하는 방안(p.2) 및 산부인과 환자(임산부)를 위한 긴급상황시 아이를 낳을 

경우를 대비한 키트 구성물품(p.3)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에도 미국의 fema.org와 ready.org에 부합하는 Get Prepared라

는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축적함30).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는 크

게 위험 인지(know the risks), 계획 수립(make a plan)과 물품 구비(get a kit)로 

구성됨. 일반적 가이드라인에 더해 장애인 등에 특화된 매뉴얼을 제공함

29)  http://www.acog.org

30)  http://www.getprepared.gc.ca/index-e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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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틀에서는 앞서 살펴본 미국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재난･비상 사태 발

생 후 72시간이라는 틀을 설정했다는 점과 장애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 상기 매뉴얼을 캐나다 정부와 함께 수행하는 온타리오 주정부 또한 위험관리

(emergency management) 홈페이지31)를 제작해 운영 중임. 차이점은 구조화된 

위험 관리 트레이닝 코스들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인데, 모두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함32). 이 코스들은 개인 보다는 공동체의 리더나 관리자들을 위한 것인데, 

위험이나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들을 다루고 있음. 온타리오 주의 위험

관리 홈페이지는 또한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재난 대비 계획 수립에 대한 

홍보 자료 및 여러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음33).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34) 산하 노인복지청(Administration 

on Aging: AOA)35)에서는 노년인구 및 그들을 돌보는 이들을 위한 재난 대비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함

◯ 여성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알려진 재난 심리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보는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36)에

서 제공하고 있으며 트라우마와 우울 등에 대한 정보가 있음. 또한, 미국 약물

중독 및 정신보건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

n)37)은 재난을 겪을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지침을 제공함. 부

모, 돌봄노동자, 교사들이 재난이나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을 겪은 

아이들을 위해 할 일들을 안내하는 브로셔 등으로의 링크 역시 존재함

◯ 미국 보훈부(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38)는 PTSD 센터를 운영 중

31) http://www.emergencymanagementontario.ca/english/home.html

32) https://training.emergencymanagementontario.ca/TPOnline/TPOnline.dll/EMO_Public_Courses?_ga=

1.223876827.1518162598.1474715678

33) http://www.emergencymanagementontario.ca/english/beprepared/beprepared.html

34) http://www.hhs.gov

35) http://www.acl.gov

36) https://medlineplus.gov/copingwithdisasters.html

37) http://www.samhsa.gov

38) http://www.ptsd.va.gov/public/types/disasters/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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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재난 상황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관련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음. 재

난이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39)에 대한 문서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부정

적인 영향을 받음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취약층의 트라우마를 따로 다루지는 

않고 있음. 재난 상황과 트라우마에 대한 핸드북이 있는데, 이는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 재난･위기 상황을 겪은 이들에 특화된 부록 또한 제공됨

3) 그 외의 국가 도시 매뉴얼

◯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캐나다 외의 국가들 역시 재난에 다양한 매뉴얼을 제공

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시민 보호대(Singapore Civil Defence 

Force)에서 공동체 대비(community preparedness)40) 프로그램을 제공함. 여기

에서는 많은 양의 자료와 교육을 제공하는데, 교육의 경우 공동체 차원에서의 

대응을 주로 다룸. 제공되는 가이드라인은 일반 시민을 위한 것과 아이들을 대

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존재함

◯ 또한, 대만의 재난 매뉴얼에서는 재난 발생 시 협력과 도움 그리고 의사소통 

등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고령자, 외국인, 시각장애, 청각장애, 행동부자유자에 

대한 도움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39) http://www.ptsd.va.gov/public/types/disasters/effects_of_disasters_risk_and_resilience_factors.asp

40) https://www.scdf.gov.sg/content/scdf_internet/en/community-and-volunteers/community-preparedn

e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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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도시 행동매뉴얼 구성 및 내용

◯ 해외도시들이 제공하는 재난재해 대비 매뉴얼 중에서 서울시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를 서울시의 상황적･공간적 특성에 적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해외도시의 매뉴얼 내용을 물품과 관련

된 사전 준비 사항, 마음가짐(스트레스 관리)과 관련된 사전준비, 재난 발생 시

에 즉각 활용해야 하는 사전숙지사항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것임. 이에 더해 재

난 발생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서울시 주요 재난(붕괴, 지하철사고, 지진, 

화재, 풍수해)에의 적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할 것임

1) 사전 준비

(1) 비상물품과 비축물품 준비

◯ 서울시 비상･비축물품 준비에 활용하기 위해서, 재난대응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재난대응법을 홍보하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 북미에 위치한 총 20개의 

국가, 지자체의 비상키트, 비축물품 등을 분석함(지역명이 표기되지 않은 물품은 

공통이고 특정 지역명이 표기된 물품은 해당 지역 매뉴얼에서 주로 제시됨)41) 

◯ 우선,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은 돌봄 대상자의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

음. 즉, 장애인 대상 매뉴얼 등의 내용도 숙지하고 있어야할 필요가 있음

◯ 워싱턴주(미국)와 브램턴시(캐나다)의 장애인 비상키트 내용은 이들의 돌봄 역

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 이에 따르면 장애인

은 먼저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야 함. 그리고 보조 

기구들의 보관법도 제시되어 있음. 즉, 비상용품은 팩이나 백팩에 넣어서 보행 

보조기, 휠체어 또는 스쿠터에 부착시켜 보관해야 하고, 이동 보조 기구(지팡

이, 목발, 보행 보조기, 휠체어)는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 

보관해야하며, 가능하다면 예비보조 기구를 몇몇 정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함

41) 일본의 비상물품은 부록 [일본비상물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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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8❙ 브램턴시 매뉴얼의 비상키트 구성 삽화

캐나다 브램턴(Brampton)시 Emergency Praparedness Guide(14-16p)

◯ 여러 세계도시들에서 장애인을 위한 비상키트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미국 워

싱턴주와 캐나다 브램턴 시에서 제시한 안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두 지역의 

장애인 비상키트가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장애인의 입장에서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임. 그리고 이는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음

(2) 사전숙지사항

◯ 재난취약자가 사전숙지사항을 알고 있는 것은 재난 피해를 줄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 교육을 따로 받지 않더라도 관련 숙지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

도록 매뉴얼을 제공해준다면 상당 정도의 재난취약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임. 예를 들어 국내 매뉴얼들이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소화기 사용법을 아

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화기를 사용하기 힘들 경우 재빨리 자리를 피해야 한다

는 사실을 명시해 주는 것이 피해를 줄임에 있어서 훨씬 중요할 수 있음. 때문

에 꼭 알아야 하는 사전 숙지 사항을 제시해야하고, 재난 대응에 익숙하지 않

은 재난 취약자에게 특히 더 중요할 수 있는 해당 내용들은 더욱 명확하게 제

시할 필요가 있음 

◯ 해외매뉴얼은 또한, 성인지적인 내용이나 재난취약자에 대한 배려가 들어있지 

않는 내용일지라도 재난에 대한 설명이 훨씬 구체적이고 지역 특성을 살리는 



Ⅲ

Ⅲ. 성인지 관점의 재난 대응 ❙ 87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음. 예를 들어 서울시 시민행동요령의 지진 매뉴얼은 해

일과 같은 관련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서울시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것임. 이것은 성인지 관점은 차치하

고라도 매뉴얼 내용 자체로도 문제가 있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임. 해외도시매

뉴얼의 사전 숙지 사항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싱가포르 매뉴얼은 명시적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음. 즉, 돌봄 수행자가 직접 조력자를 지정해두지 않아도 모든 시민이 함께 이들

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매뉴얼에 명시하고 있는 것임. 이는 여성 돌봄 역할 수행

자들의 재난 취약성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해외 매뉴얼은 심리상태 통제, 즉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중시함. 특

히 교육이나 관련 내용 숙지가 부족할수록 사람은 당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주의 사항이 강조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지점임. 지시 사항을 잘 들어야 한다

는 내용만 나와 있는 국내 매뉴얼과 달리 뉴욕은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자제시키려 함. 이에 더해‘다음 역’에서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구체적 시점 지침을 내림으로써 재난 상황을 보다 촘촘하게 대비하도록 함. 이

런 구체성은 해당 매뉴얼의 교육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음

◯ 국내 매뉴얼은 단순히 지진이 발생했을 때 탁자 밑으로 몸을 숨기는 등의 기본 

내용만을 제공함. 반면 해외 매뉴얼들은 직접 집 주변을 점검하고 어떻게 대피

할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함. 또한, 가족과 함께 해당 내용을 회의하고 거주하는 

도시 외부의 지인들을 지정해놓도록 권고함. 이는 네트워킹에 대한 중요성 그

리고 함께 대응하는 것과 자립적인 재난 대비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

음. 이는 재난 취약자도 누군가의 보호와 구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재난 대책을 세우고 준비해야한다는 것임

◯ 또한, 여진에 대한 내용을 따로 수록하는 싱가포르의 매뉴얼은 주목할 만함. 

보통 본진에 대한 대처만을 제시하기 마련인데, 싱가포르는 시민들의 생활에 

더욱 중요할 수 있는 여진(미진)에 대한 대처를 자세히 수록함. 이러한 내용들

은 지진 발생 이후 혼자 매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1인 가구 여성에게 큰 도움

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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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사람이 군집했을 시 

출구로 달려가지 말라는 지시를 매뉴얼에 제시해 두는 것은 매우 적절함

◯ 화재 관련하여 뉴욕에서는 소화기의 종류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상황별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수록함. 집에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제시하

고 해당 지역이나 주거 조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내용

도 제시함. 서울시 역시 이러한 내용들을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지 특성에 

맞게 포함시킨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1인 가구 여성처럼 혼자 대응해야 하

는 여성이나 고령, 임산부 등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여성들도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선해야 함  

◯ 이에 더해 많은 도시들이 고층빌딩 화재에 대한 매뉴얼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

음. 고층건물의 화재는 도시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재난이기에 대부분의 도시

에서 별도로 매뉴얼을 제시함. 홍콩에서는 피신층이 어디에 있는지 표준화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그리고 재난 약자들이나 도구 사용에 익숙하지 않

은 사람들이 불을 꺼야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하면서 재난 당사자들의 선택권을 

반영함. 즉, 불을 끄기 싫거나 끌 줄 모를 경우 신속히 대피를 하라는 권고를 

함으로써 이를 통해 오히려 효율적이고 안전한 매뉴얼 내용을 제공하는 것임

◯ 태풍이 올 경우 외출을 자제하라는 내용에서 더 나아가 태풍이 잦아 든 것 같

다고 하여도 조심해야 한다는 상세한 지침을 전달하고 있음. 또한, 피난 시 무

조건 당국의 지시대로 하라는 내용보다는 그렇지 못할 경우 스스로 어떻게 대

처해야 하는지를 수록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음. 홍수대응법도 이러한 방식으로 제시했음. 또한, 천둥대응법도 비록 

서울시에 크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실내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는 교과서

적인 문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내로 대피할 수 없을 때의 상황도 비교

적 상세히 제시하였음. 그리고 국내 매뉴얼에는 없는 피해 보험에 관한 내용도 

수록함으로써 인명 피해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 피해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점을 포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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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시의 마음가짐

◯ 통상적으로 재난 시 정신건강의 문제는 신체건강의 문제만큼 다루어지지 않았

고, 큰 관심을 받아오지도 못함. 그런데 북미 지역에서는 이 문제에 주목해왔

음. 특히 미국의 질병예방과 통제 센터는 재난 이후 스트레스 대처를 통한 정

신건강의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리고 미국의 LA와 캐나다의 

런던시도 재난 이후 스트레스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함

◯ 해당 지침에 따르면 재난 상황에 연루되는 것은 막대한 불안, 우울, 슬픔을 야

기하기 때문에, 재난 후 환자와 건강관리제공자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사인을 

인지해야 함. 미국 정부의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은 재난 중과 재난 이후 정신건강관리의 정보와 자원을 제공함42). 

미국은 이런 재난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제시되어 있는 편임. 특

히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어른들이 어떻게 관리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게 제시됨

◯ 인간이 유발한 재난은 그것이 의도적이든(테러리즘, 대중총기난사), 의도치 않

은 것이든(산업재해, 석유유출) 사람들에게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사람이 접한 사건의 속성에 따라 스트레스의 원천은 여러 가지 일 수 있음. 예

를 들어 사람이 고통 받는 광경에의 노출, 대량살상, 개인적 피해 위험, 삶과 

죽음의 선택, 과중한 업무, 제한된 자원,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등은 정신적으

로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미국). 재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는 먼저 자신 뿐 아니라 가족 및 친구 등의 동반인과 준비하고, 스트레스 관리 

기술의 툴킷을 발전시키며, 재난 시 역할에 대해 연습이 선행되어야 함

◯ 일본 도쿄도 재난매뉴얼의 경우에는 재난 대피소 등에서 할 수 있는 어린이들

의 심리 상황을 고려한 놀이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재난 심리와도 관

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 

42) www.cdc.gov/mentalhealth 팝플렛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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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9❙ 매뉴얼에 수록된 어린이 놀이 안내

출처: 도쿄 방재

◯ 재난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은 보통 대상자별, 재난 진행 

단계별로 구분되어 제시됨. 해당 내용은 국내 매뉴얼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

은 사항이며, 여성이나 약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중요함. 따

라서 전체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해당 내용에 대해 각 국가들에서 제시

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음

◯ 재난과 영유아･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해 참고할만한 좋은 연구나 가이드는 

미국의 질병 예방과 통제센터에서 발행한 가이드와 캐나다의 런던시에서 발행

한 가이드가 있음. 그런데 가장 구체적이면서 연령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시한 

분석은 미국의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 제시한 것이며, 이 기관의 분석은 앞서 언

급한 두 기관의 가이드를 모두 포괄함. 이에 따르면 어른이 어린이를 지탱해주

고 안심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것임. 위와 같은 내용들은 재난 시 임산부, 어린

이, 여성들 모두에게 매우 유용한 스트레스 관리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 또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미리 준비한다면 재난 대응 행동 역시 주체

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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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도 복지보건부는 돌봄대상자를 부축하거나 안고 대피하는 요령을 안

내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의 경우 목을 가눌 수 있는지 또는 걸을 수 있는지 

등을 구분하여 대피방법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음

1인 가구 여성

통상적

내용

▪평소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둠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하게 되는 경우, 집을 나가기 전에 가스밸브를 잠금

▪운전 중, 재난이 발생한 경우 비상점멸등을 켜고 천천히 도로 가장자리로 차를 세

운 후 라디오를 틀어 정보를 들음

▪외출 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도로정보를 수시로 파악하면서 귀가 정보를 선택함. 

귀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안전한 임시주거 시설을 찾는다. 자동차를 이용

한 귀가는 피하는 것이 좋음

대피

▪도보로 대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시간 이내면 도보

를 선택해도 좋음. 재난이 발생하면 도로상황이 나빠지므로 번화가를 걷는 경우 

이동 가능한 거리는 한 시간에 400미터로 산정함. 따라서 자신의 몸 상태, 날씨, 

거리, 복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함. 재난발생 시에는 정전이 되기 쉬우므

로 성폭행, 강도 등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도착

할 수 있을 때만 귀가를 선택함

▪도보로 귀가를 결정하면,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한 준비물을 갖춤. 물, 간이 영양식, 

운동화, 방한도구, 응급 처치품, 손전등, 지도, 비옷 등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

함. 특히 집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확인해 둔다. 스마트폰 지도기능을 사용해도 되

지만 배터리 소모에 대비하여 종이 지도를 준비하는 것이 좋음. 인터넷으로 집까

지 도보로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고 자신의 체력으로 가능한지 판단함

▪전철이 재개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유노선에 어떤 전철역이 있는 지 알아둠

▪체력에 자신이 없으면 직장에 머물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

하여 무리하게 귀가하지 않도록 함

▪비상시를 대비하여 직장에 다음과 같은 물품을 준비해 둠

 * 집까지 가는 길을 알 수 있는 지도, 방재 마스크, 작업용 장갑, 모자, 운동화와 두

꺼운 양말, 활동하기 편한 의복, 우산 등

❙표 Ⅲ-2❙ 1인 가구 여성 내용(도쿄)

출처: http://www.scrum21.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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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돌봄 여성

임산부

▪주치의에게 재난 발생 시 해야 할 일을 사전에 알아두어야 함

▪필요한 백신이나 약품 등을 미리 챙김

▪영유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는 경우, 병원의 재난대응에 대해 미리 숙지함

▪본인과 아이의 의료기록(진단서 등) 및 모자수첩 등을 미리 복사하여 보관함

▪조기분만의 징후에 대해 미리 숙지함

▪거주지역의 임시주거시설 및 가족 만남 장소를 미리 정하고, 숙지함

▪임산부 배지 등을 미리 준비 함

▪임산부의 재난 시 대비. 대응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신체적. 정서적으

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를 얻어 숙지함

임산부와 

어린이를 

둔 보호자

▪어린이를 둔 어머니와 가족(보호자)은 자신들이 생각하거나, 지역사회에서 통보한 

대피장소와 대피방법에 대해 어린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 중요함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대피방

법과 대피장소에 대해서도 보호자가 아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함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는 대부분 대피에 시간과 지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피권고와 대피준비 정보 등이 발표된 경우, 행동 요령이나 행정의 대응방식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함

▪어린이를 둔 어머니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대난대비 관련 교육. 훈련을 알아

보고 견학하여 대피 방법을 습득함. 이는 이웃에게 어린이와 어머니가 함께 동

거하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또한 임산부와 아기를 둔 보호자는 임시주거시설과 대피경로를 견학함으로써 

대피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지 미리 생각해 보게 보도록 함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재난대비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지역의 관련 기관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즉 보건소, 육아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머니

가 지역과 접하기 용이한 장소를 접점으로 하여 재난안전 교육. 훈련을 받거나 

혹은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함

❙표 Ⅲ-3❙ 임산부와 돌봄 여성 재난 매뉴얼(도쿄)

출처: 도쿄도 복지보건국 ｢임산부･영유아를 보호하는 재해대책 가이드라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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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인지 관점의 재난대응매뉴얼(안)

◯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도시의 성인지적 매뉴얼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시 시민을 

위한 재난대응매뉴얼(안)은 다음과 같이 제작될 필요가 있음

□ 성인지 관점의 시민행동매뉴얼 구성과 내용

❙그림 Ⅲ-20❙ 성인지 관점의 시민행동매뉴얼 구성과 내용

구   성 내     용

주요재난

한권에

수록

풍부한

내용

시각적 

효과

사전준비

물품
사전숙지

대응･대피

행동
마음가짐

여성용품

출산키트

대피소

도구사용

협력대피

상황판단

신체보호

여성에게 

더욱 중요함

1) 성인지 관점의 재난대응매뉴얼 구성 및 콘텐츠

◯ 매뉴얼 접근성 측면. 매뉴얼을 통해서 여성의 재난안전 교육기회 부족을 보완

하는 효과를 얻을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기본적인 재난 관련 상식을 풍부하게 수록하여, 상식이 부재한 이도 

재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함. 또한, 한자어 사용을 지양하고 삽화와 

사진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독성을 높여야 함. 매뉴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효과성과 동기부여임. 이를 위해 여성(재난취약집단) 

친화적인 내용의 수록을 고려하고 주요한 재난 관련 내용들을 한 책자에 유기

적으로 수록하고 우선순위를 표시해야 함. 또한, 여성들이 스스로 행동하고 관

리할 필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자기주도성을 강화해야 함

◯ 교재의 디자인은 특히 여성이나 아동 등에게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따라서 디자인 측면에서도 여성친화성을 고려하고 반영해야 함

◯ 또한, 고령여성용은 활자를 크게 하여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해 

서울시에서 무엇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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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심리적 안정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해야 함. 이를 

통해 재난 취약성 해소의 효과를 높이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 

◯ 매뉴얼 개발에 있어서 접근성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콘텐츠임. 즉, 여성과 

여성 내의 취약집단에 특화된 내용들을 수록하는 것이 중요함. 같은 내용이라

도 해당 집단을 그린 삽화를 수록함으로써, 친화도를 높여야 함. 그리고 마음

가짐에 대한 내용과 재난 약자를 시민들 누구나 나서서 도와야 한다는 내용을 

수록해야 함. 이를 통해 약자들은 안심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은 재난 시 보다 

많은 도움을 제공하려 할 것임

◯ 물품 관리 스케줄을 제공하고, 대상자별 필요 물품 가이드를 제시해야 함. 이

를 통해 모든 물품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해야 함. 그리고 여성(고령여성)의 화

장실 문제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매뉴얼을 제작해야 함 

2) 매뉴얼의 성인지적 내용

□ 풍부한 재난 지식 및 상식 수록을 통한 교육 효과 극대화

◯ 현실에서 언제든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제 발생했던 대형 재

난을 예시로 수록함(서울시 사진, 지역 지도, 실제 발생 재난 사진 등)

◯ 필요성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장소의 사진을 활용하여 시각화하고 주

요 스팟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연계하거나 이미 일어난 재난재해를 언급함

◯ 성인지적 내용이 아니어도 꼭 알아야 할 상식을 부록으로 수록(화재시 대응 등

의 행동 상식(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지진 발생 시 차 이용 금지. 머리 보호,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 상식, 소화기 등 도구 상식, 제한된 물자로 생활해야 하

는 상황에서 유용한 생활 상식 등)을 제공함

◯ 재난 발생 직후 대응과 대피 방법을 제시함

□ 대상자별 맞춤형 필요사항 수록

◯ 대상자별 재난 취약 특성을 살린 매뉴얼을 구성하며,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여성과 신체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여성을 묶어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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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여성의 재난 취약 지점은 ‘혼자’라는 특성이므로 조력자와 지인들 그

리고 재난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평소에 구축되어 있

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함

◯ 준비사항에 여성 맞춤형 물품 가이드라인을 제시함(물품 등 대상별 특별히 준

비하거나 알아두어야 할 점 기재함)

◯ 돌봄여성은 대피 시 돌봄 대상자의 존재를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물품을 준

비할 때도 돌봄 대상자와 동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돌봄여성을 

위한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시각, 청각, 지체 등), 고령자 매뉴얼 링크를 수록함

◯ 여성은 교육이 부재한 상황에 처해있고, 복장 및 신체활동에서 상대적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킴

◯ 임산부는 준비물품에 출산키트목록을 포함할 것을 고려함. 또한 필요시에 추

가적으로 응급 상황에 대비할 방안을 마련함

◯ 고령여성의 경우, 신체활동이 부자유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화장실 관련 

해결책을 부록으로 제시해야 함 

◯ 청결이나 면역 문제는 재난 취약자에게 더욱 민감한 문제일 수 있음. 실제로 

한신대지진 당시, 고베시 전역에 급수차가 도착한 것은 지진발생 2~3일 후부

터였음. 대피소에서 물 부족으로 인해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를 비롯한 재해약

자의 감염증, 여성의 생리현상 해결, 청결유지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

남. 또한 규칙적인 양치질이 곤란한 상황에 놓인 어린이들은 충치, 구내염 등

으로 고통받았음(Nobue k. 2011)

◯ 특히 고령여성의 화장실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대규모 인원이 대피소에서 피

난생활을 하면서 화장실 문제가 각지에서 발생함. 지진으로 인한 단수, 정전 

상황에서 화장실의 수도 부족했고, 물도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음

◯ 재해 시 임시화장실은 100명 당 1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휠체어이용

자를 배려하는 손잡이가 설치된 임시화장실이 부족하여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음. 임시화장실은 분뇨통 위에 변기가 놓이는 구조적 특

성상 접근시 단차가 크게 생기므로 고령자와 휠체어 사용자 같은 재해약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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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 어려움

◯ 원활한 배변활동이 어려운 탓에 방광염을 겪는 여성도 발생했을 정도로 재해

현장에서 임시화장실의 문제는 중요함

□ 여성의 안전교육 미비 문제 보완

◯ 서울시 주요 5대 재난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주요 내용을 풍부하게 구성하고 

이를 한 권으로 수록해야 함

◯ 부록에는 재난 전에 준비해야하는 물품, 대피소나 연락처 등의 기본 숙지 정보

와 관련 정부부처 긴급 연락처 목록, 대피소 정보가 나오는 홈페이지 정보를 

포함함

◯ 재난별 중복 내용은 페이지수를 표시함. 특히 지진의 경우 화재, 붕괴 등 2차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중요한 만큼 이를 연계하여 수록함

◯ 1인 가구 여성과 돌봄여성 매뉴얼을 먼저 제시하고, 여성 일반 매뉴얼을 제시

한 뒤에 신체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매뉴얼 구성이 명확히 독자에게 들어오도록 구성함

◯ 미리 준비 할 목록의 예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비상물품 준비, 사전 숙지 사

항,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관리)

□ 시각적 효과의 중요성

◯ 사진, 그림 등의 시각자료는 인간의 두뇌와 기억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 자료로써 유용한 가치를 지님. 특히 사진은 학습자의 다양한 감각의 발달

과 잠재력 실현을 도와주며, 이는 학습 효과 증진과 창의성 발현에도 큰 영향

력을 미치게 됨. 시각 정보는 다른 감각 정보의 자극이나 통합의 원천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 담당하고 있는데, 게셀(Gesell)이나 게멘(Geuman) 등에 의하

면, 인간 학습의 80%는 시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일반 학습에서의 교육적 경

험의 85%가 시각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고되어 짐

◯ 시각 이미지는 지적, 감정적 경험과 관련되어 있어 우리의 사고와 실천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침(최지혜, 2007). 드와이어(Dwyer)는 학습이 시각에 의해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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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에 의해 11%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후각, 촉각, 미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 함. 따라서 시각화된 메시지는 정보 전달에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깊

이 각인되어 인지되는 작용을 함

◯ 결국, 시각매체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함.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뿐

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삶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활동의 매체임

◯ 사진을 교육매체로 활용하면서 상호이해와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학습자

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배우고자 하는 학습 동기 및 욕구, 흥미를 

높일 수 있음(김창수, 2009). 또한 사진은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여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 뿐만 아니라 사진에는 정서적 지능, 인지적 지

능, 주의집중기능, 이해기능이 있으며, 이것이 배움의 효과를 증대시킴. 한편, 

그림의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서나 필요에 따라서 실물 대신

에 활용할 수 있음. 따라서 사진과 그림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성인지 관점의 매뉴얼(안)

(1) 서울시 주요 재난

◯ 서울시에서 지난 30년 간 발생한 재난은 호우, 태풍, 화재, 시설물 붕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산사태, 대설, 폭발 등의 재난이 발생함. 또한, 지난 

5년 간 서울시에서는 화재, 풍수해 외에도 공사장 붕괴, 지반 침하, 열차추돌, 

감염병 등의 안전재난 및 신종재난이 발생함. 이에 서울시는 55개의 재난 유형

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음43). 이러한 55개 재난은 자연재난 10

43) 서울시 대상 관리 재난 55개 유형은 재난분야 10개(가뭄, 급경사지, 낙뢰, 산사태, 지진. 폭염, 설해, 

풍수해, 한파, 황사), 인적재난 20개(대형건출물붕괴, 공동구사고, 공연행사장안전사고, 도로공사장

붕괴, 도로터널사고, 병원시설대형사고, 산불, 상수도누수, 상수도공사장붕괴, 아파트공사장붕괴, 

위험물질유출, 주요14개재난대응, 정전승강기안전사고, 지하도상가안전사고, 지하철화재, 지하철

공사장붕괴, 대형화재, 한강교량대형사고, 한강수난사고, 환경(수질)오염), 국가기반재난 25개(가축

질병, 감염병, 버스파업, 지하철파업, 택시파업, 농수산물유통마비, 댐붕괴, 대테러, 물재생센터마

비, 보건의료마비. 산업시설생산마비, 생활폐기물매립시설마비, 생활필수품수집운반마비, 생활필

수품유통마비, 시청사마비, 소각시설마비, 식용수공급사고, 가스, 원유수급마비, 전력마비, 원전안

전(방사능), 육상화물운송마비, 정보하서비스마비, 정보통신마비, 해외재난)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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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인적재난 20종, 국가기반재난 25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이 연구

에서는 두 가지의 기준을 준거로 5개의 재난 유형에 주목해서 서울시의 기존 

매뉴얼을 분석하고 새로운 성인지적 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5가지 재난유형은 붕괴, 지하철사고, 지진, 화재, 

풍수해임. 해당 재해의 선정 기준은 첫째,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에

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난 유형(특히 붕괴, 화재, 풍수해) 둘째, 빈도와 

무관하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유형이 우선적으로 선정됨(지하철사고44)

와 지진45))

❙표 Ⅲ-4❙ 서울시 재난발생 현황

44) 큰 혼란과 피해를 입히는 사고. 서울시의 지하철･열차 사고는 2009-2012년 평균 161건, 부상자는 

평균 111명, 사망자는 평균 72명. 최근 들어 발생건수와 부상자 수가 급증함(신상영 외. 2014: 12)

45) 지금까지 지진으로 서울이 피해를 입은 적은 없었으나, 지난 9월 12일 경주지진의 사례에서 보듯

이 한국도 더 이상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됨. 그리고 지진은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할 수 있

음. 또한 무엇보다도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와 관심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정책 

요구도에 따라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구분 재난/재해 발생 시기

자연

재해

산사태

집중호우(우면산산사태) 2011. 7. 27.

집중호우 2011. 7. 26. ∼ 7. 28.

집중호우 2010. 9. 21. ∼ 9. 22.

집중호우 2001. 7. 14. ∼ 7. 15.

집중호우 1998. 8. 5. ∼ 8. 8.

집중호우(한강대홍수) 1990. 9. 9. ∼ 9. 12.

집중호우(한강대홍수) 1987. 7. 27.

태풍/집중호우(한강대홍수) 1984. 8. 31. ∼ 9. 4.

대설 대설 2010. 1. 4.

인적

재난
화재

숭례문 화재 2008. 2. 10.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 2005. 1. 3.

성북구 집장촌 화재 2005. 3. 27.

브라운호텔 나이트클럽 화재 1974. 11. 3.

서울시민회관 화재(10대가수가요제 행사) 1972. 12. 2.

대원각호텔 화재 197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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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2014).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그림 Ⅲ-21❙ 서울시 주요 재난의 특징

붕 괴 지하철 사고 지 진 화 재 풍 수 해

건물에 깔리거나 

부상을 당할 수 

있음

화재, 추돌 등의 

사고

건물 붕괴나 

화재 등이 발생 

가능

연기에 질식하거나

고온으로 화상 

혹은 사망 위험

폭우, 태풍 등의 

발생으로 인해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 발생

건물에 깔리거나 

고립된 상태에서의

신체 보호 방법,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방법 

그리고 휴대폰 

이나 주변 물품 

활용 등의 상식을 

알아두어야 함

지하철 대피 

요령, 비상구 

숙지 상황판단, 

신속한 신고 

등이 중요

안전한 장소 확보,

머리 등의 신체 

보호 방법 등을 

숙지해야하고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와 상황 

판단이 중요

신속한 대피 

요령이나 연기에 

대처하는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알아야 함

대피요령 등 

숙지

◯ 서울시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일반주택에서 5,509건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고, 5층 이상 아파트가 670건으로 뒤를 이음. 그 외에 고층건물이 191건

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한 장소로 나타남. 서울시의 태풍과 호우 복구비가 국내 

7대 대도시 중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남. 또한, 서울시 2014년 지하철 사고 현

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1건이지만 인명피해가 477명이고 재산피해가 약 28억 

원임. 즉, 이러한 지하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

에 서울시민에게 상당히 중요한 재난으로 볼 수 있음

구분 재난/재해 발생 시기

인적

재난

시설물

붕괴

신길시장 정비사업장 천공기 전복사고 2011. 11. 16.

서울국제금융센터 신축공사장 지반붕괴 2007. 9. 11.

삼풍백화점 붕괴 1995. 6. 29.

성북구 종암동 육교붕괴사고 1994. 11. 19.

성수대교 붕괴 1994. 10. 21.

폭발

와우아파트 붕괴 1970. 4. 8.

아현동 가스폭발 1994. 12. 7.

청량리 가스폭발 198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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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들 중에서 이런 재난에 더욱 취약한 집단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다각

도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 이를 위해 재난 취약성 그리고 여성과 

재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 성인지 관점의 재난매뉴얼(안)

□ 시민 행동 매뉴얼의 주요 대상

❙그림 Ⅲ-22❙ 성인지 관점의 시민행동매뉴얼의 주요대상

여성 일반 여성 내의 취약 집단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취약성

1인 가구여성 돌봄여성 임산부 고령여성

재난 대처는 

정보와 협력이 

중요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재난 

약자를 동반

생물학적･신체

적 취약성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재난 

약자를 동반

◯ 여성들의 재난 피해를 크게 만드는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생활양식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습득하게 된 여

성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수동적 태도와 안전 지식의 결여, 행동력 저하 등에 

주목해야 함

□ 기존 매뉴얼처럼 성별로 역할을 분리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기존의 대응방법 지양

❙그림 Ⅲ-23❙ 성인지관점이 부재한 기존 동영상 매뉴얼

엄마는 물품을 준비하고 아빠는 배수관을 점검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가족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서울시

는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 비율을 합하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인 현 상황 하에서 엄마 아빠의 성별 역할을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은 여성을 재난에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성별 역할 고정관점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가족구성이 다른 
개개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음 

→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들이 분업을 해야 한다는 문구 등으로 
수정 필요함

출처: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



Ⅲ

Ⅲ. 성인지 관점의 재난 대응 ❙ 101

□ 시각 효과를 고려한 매뉴얼 디자인

◯ 색상과 구성 그리고 시각화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함. 시각화를 위해 사진을 

주로 활용하고 삽화를 추가적으로 활용함. 또한 여성들이 선호하면서도 눈에 

띄는 색상을 조합하여 구성함

◯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감수성을 반영하여, 

친근하고, 친숙하며 부드러운 문구를 사용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금”실행해야 하는 표식을 활용함

◯ 고령자를 위한 매뉴얼에서는 글자크기를 확대함

□ 주도성을 강조

◯ 스스로 재난을 관리하도록 구성하고, 그것의 일환으로 재난 대비 물품 쇼핑 목

록 등도 제시함

◯ 지금 바로 해야 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행동을 유도함. 예를 들면 “바로실행”(우

선순위가 되는 행동과 스스로 대비 혹은 관리해야 하는 행동 위주) 표식은 지

금 준비할 사항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개인들의 능동적인 행동을 유도하

는 효과가 있음

◯ 안전교육에 대한 기본 지식을 풍부하게 수록함. 안다는 것은 태도를 적극적이

고 주도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

◯ 여백과 메모칸을 삽입하여 본인이 대피로 등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여성 스스로 할 일이 무엇

인지를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함 

□ 마음가짐 내용 수록

◯ 여성이 특히 취약한 부분이 심리부분임. 관련 대응 방법을 알고 있으면 불안감

도 줄어들게 됨

◯ 여성들과 재난 취약자에게 특히 중요한 스트레스와 마음가짐, 정신건강을 매

뉴얼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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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강조

◯ 1인 가구를 포함한 여성 개인의 재난 취약성 해소를 위해 전체가 협력해야 함

을 강조함

◯ 어린이와 영유아 혹은 재난취약자에 대한 재난 시 배려는 시민 모두의 의무임

을 매뉴얼에 명기함으로써 재난취약자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킴

(2) 성인지 관점의 재난매뉴얼(안) 시각화 예시

□ 여성의 참여와 대상자별 필요･요구 사항을 반영

□ 주체적 재난대비 강조 

◯ 도입 혹은 제목에서 서울 시민 여성 스스로가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도성

을 강조함

◯ 서울시에서 실제로 발생한 재난 사진을 수록함으로써 재난이 실제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일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서울시 재난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재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우면산 산사태 등 실제로 서울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사

례와 인터뷰를 수록함으로써 재난은 가족과 이웃의 일임을 명확히 함

◯ 재난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재난이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기 때

문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재난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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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자신을 위한 매뉴얼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고려 

◯ 매뉴얼 대상자를 제시해줌으로써 해당 매뉴얼을 볼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보다 

가깝게 다가가도록 함

◯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는 스스로 재난에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재난에 취약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간단한 설

명을 수록함

◯ 1인 가구는 재난 시 중요한 연결망 자원이 부족할 수 있고, 돌봄 역할을 수행 

중인 여성들은 대피 등에 곤란을 겪을 수 있으며, 일반 성인 여성들은 사전 준

비와 훈련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스스로에게 필요한 부

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함. 신체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임산부

와 고령여성에 대한 부분도 간략히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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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회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구성과 내용

◯ 재난 관리 타임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여성들도 

재난예방에서부터 대피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함

◯ 기본적으로 필요한 중요 재난대비 사항을 풍부하게 수록함

◯ 중요한 대피 부분을 단계별로 자세히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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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재난별, 대상자별로 구성하고 서울시의 지원 사항과 시민의 행동 및 준비 

사항을 구분하여 제시

◯ 서울시 주요재난인 붕괴, 지하철사고, 지진, 화재, 풍수해에 대해 각 재난별, 

대상자별 내용을 수록하고 특히 지진의 경우는 붕괴, 지하철사고, 화재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매뉴얼 페이지수를 제시함

◯ 이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정책 지원 내용과 시민들이 스스로 행동하고 준비

해야 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함께 제시함. 지하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

법을 모르고 있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구성함. 이를 위해서 안내방송을 명확하게 제공함. 그리고 이

러한 안내방송 제공 사실을 명기하고 시민들은 해당 안내를 따를 것을 매뉴얼

에서 권고함. 또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는 민관협력을 통해 무료 데

이터망을 공급하고 비상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함. 그리고 이에 대

한 정보를 매뉴얼에 명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재난을 경

험하는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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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필요･요구사항을 반영한 부록 구성 및 내용

◯ 부록에서는 먼저 예방교육, 준비, 신체보호와 신고의 중요성부터 대피에 이르

기까지의 모형도를 제시함

◯ 준비사항으로 비상키트 목록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때 일반적인 비상물품과 

여성물품 그리고 임산부가 준비해야하는 물품, 응급물품을 구분하여 제시함으

로써 개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키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메모란을 제공하고 집안에 고립될 경우를 대비한 비축물품도 제시함

◯ 마음가짐을 왜 준비해야하는지를 설명하고, 일반여성과 임산부 그리고 어린이

들을 대상으로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수록함

◯ 영유아, 아동을 돌보는 일은 모두가 함께하는 일임을 명시하고, 재난시 아이들

의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놀이를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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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제공 및 준비 사항을 안내하는 부록 구성 및 내용 

◯ 재난 대비하여 미리 체크해야 하는 리스트를 제공하고, 비상연락처 목록을 제

공하면서 자신만의 비상연락망을 준비하도록 가이드함

◯ 정보화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고령여성들을 위해 필요한 문서 정보들을 기

입할 수 있도록 제공함

◯ 거주지나 직장 주변 대피소를 찾아보도록 유도함

◯ 재난 관련 물품들을 만들거나 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함. 또한 재난 시 필요할 

수 있는 간이 화장실 등의 물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관리하는 재난 

대비에 동참하도록 가이드함

◯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서울시 재난 체험 교육 정보를 제공함

◯ 지진을 대비하여 내진 체크리스트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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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지 관점의 재난 관리 정책 과제

◯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재난 피해는 정부의 대처와 적절하고 신속한 대시민 

지원의 영향을 많이 받음. 따라서 관리자 지침에 여성이 고려되어야 함

◯ 정보는 상황판단을 가능하게하고 위기 시에 심리를 안정시키며, 합당한 행동

과 대응을 이끌어냄.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관련 정보와 

지식은 상대적으로 관련 경험과 교육기회가 적은 여성들에게 더욱 필요한 부

분임. 여성의 필요를 반영한 시민대응매뉴얼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음

Ⅳ재난 안전 정책 및 교육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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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에 보완될 필요가 있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음

❙그림 Ⅳ-1❙ 성인지 관점의 재난 관리 정책 추후 과제

정부의 재난 대응

✚

시민의 재난 대응

물품 배급부터 의사결정까지 

모든 과정에 여성 관리자 일정 비율 포함

- 순찰 경찰, 안전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 구조
팀, 의료서비스 제공자, 대피소 관리팀과 위원
회 등에 여성의 비율을 맞추고 의사결정에 여
성을 참여하도록 함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묘사 지양

- 수동적 여성상 탈피

재난에 대한 심적 대처와 

정신건강 강조

여성의 필요 요구사항 반영

- 임산부를 위한 산부인과 의사 배치나 여성물품 
제공 등을 포함해야 함

- 재난 취약자 현황을 미리 파악해서 대피소 같은 
필요 정보들을 미리제공하고 맞춤형 매뉴얼을 
제공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대피수단 등도 미리 
마련해야 함. 재난 발생 후에는 지급 물품 등에 
여성용품, 모유 대체 식품 등을 대상자별로 지
급해야 함

전 시민의 협력 강조

- 재난 취약자에 대해 시민 모두
가 협력하여 재난에 대응

맞춤형 필요사항 준비

- 출산키트, 여성용품, 고령자의 
경우 계좌번호 같은 개인문서 
등

1) 여성의 참여 증진을 위한 법령(지침) 개선

◯ 서울안전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 증가와 같은,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여성 참

여 촉진이 필요함

◯ 현재 서울시의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기구로는 첫째, 안전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등의 업무를 하는 안전

관리위원회가 있음. 둘째, 이것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하위기구인 안전관리 

실무위원회가 있음. 또한 셋째,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의 안전관리 자문단이 있음

◯ 현재의 분산적 안전관리 운영체계 하에서는 기획, 조정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음

◯ 관련 부서 산하기관 등과의 상호협력이나 협의 조정의 필요성이 낮고, 이는 재

난 및 안전과 관련되는 시책과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 업무처리방식의 상이함

으로 인한 처리지연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총괄 부서의 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



Ⅳ

Ⅳ. 재난 안전 정책 및 교육 개선 방안 ❙ 129

보의 공유, 표준화, 부서 간 실질적인 의사소통 및 협의장치 마련 등 다각도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외적인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요함. 서울의 안전을 위해서 시나 구, 

산하기관의 자체적 노력과 함께 기타 기관이나 민간부문과의 연계도 필요함

◯ 현재 재난 및 안전에 관련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경찰청, 교육청, 군부대 등 

대외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의료기관, 기업 및 산업체, 시민단체 등으로 

필요에 따라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보다 실질적인 협의와 협력을 위해서

는 정례적으로 교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더해 여성이나 재난 취약자

와 관련된 기관들의 자문과 협조를 얻을 필요가 있음

□ 성인지 관점에 입각한 재난 관리와 조직의 편제

◯ 재난 관리는 단일 업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전체업무의 복

합적 구성으로 이루어짐. 성인지 관점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에서 재난관리는 

남성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인지 관점이 들어간 재난 대응 

조직이 필요함

□ 성인지 관점에 입각한 전문인력 양성 및 통합관리

◯ 서울시의 경우 특화된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 인력은 현재 전무한 실정임. 소방

관련 교육훈련기관이 주축이 되어 성인지 관점에 입각해 재난 취약자들의 재

난대응력을 키울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 센터 간 협력 체제 구축

◯ 재난 대응은 어느 한 기관만의 일이 아님. 여성단체나 노인 유관 기관, 한국 

건강가정 진흥원,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센터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연계

한다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재난 취약자들에 대한 재난 대응 체계가 보다 유

기적으로 구성될 수 있음. 또한 기관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자원봉사자 조직

에 따라 각각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면,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형 대응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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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필요･요구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 추가 편성

◯ 여성물품, 여성 친화적인 도구 제작 배포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함

◯ 새로운 그리고 향후 발생할 재난에 대비하게 위해 서울시는 매뉴얼을 지속적

으로 만들어야 함

◯ 메르스, 콜레라 등의 전염병･폭염 같은 기후 문제를 반영한 매뉴얼들을 지속

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과 사업 수행방식 개선안 부처 연계 협조사항 

◯ 재난에 대한 성인지 통계 생산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 2016년 서울시에서는 

재난･재해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을 시작했음. 해당 통계 생산을 일반화하고 의

무화시켜야 함

◯ 재난대응에는 부서 간 협조와 컨트롤 타워가 중요함.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

고 안전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촉진, 관할하는 담당 주무 부서를 지정할 필요

가 있음.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준비는 형식적인 부분

에 그쳐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는 상황임

◯ 재난 유형별로 매뉴얼이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며, 중앙부처가 대응 매뉴얼을 작

성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매뉴얼에 기초한 실질적 대비훈련이 부

족하고 실시되는 훈련 또한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매뉴얼을 통해 여성의 재난 취약성을 해소하려면, 매뉴얼의 활용도와 효과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

3) 재난 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 책임감과 주체성 확산

◯ 개개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다른 이가 아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줌

◯ 그 일환으로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 및 보급함. 맞춤형 매뉴얼은 비록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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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반 매뉴얼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각 개인 스스로를 위한 매

뉴얼로 여겨질 수 있음. 이는 주체적인 재난 대비와도 연결됨

◯ 다수가 이용하는 기존 배포 책자에 매뉴얼 내용을 포함시킴(사례: 일본 도쿄도 

아다치구 생활가이드에는 생활가이드의 일부로 재난대비 내용이 수록됨)

◯ 홍보를 강화함. 이를 통해 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 이는 특히 실

생활에서 안전교육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중요할 수 있음

◯ 마을공동체 사업과 재난대응을 연계함으로써 생활 속의 재난 대비체계를 구축

함. 이는 1인 가구 여성 등 재난 취약자에게 중요함

◯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언론이나 민관 협력 등이 필요함

4) 재난 대응 도구 개선: 성인지 관점 도입

◯ 기존의 재난 대응 도구들은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제작, 배포되는 경향이 있으

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계단 및 복도 등의 피난 통로가 화재 확산의 영향

으로 막히는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탈출 장치와 

소화기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피난기구

❙표 Ⅳ-1❙ 피난기구 비교

구분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미끄럼대 등 세이빙선46)

사용인원 1인 1회 무제한 무제한 6~8명 1회

사용높이 10층(약30m) 30m 내외 10m 내외 무제한

적용성

노약자 피난불가

성인도 사용곤란

발화층 상부사용 곤란

노약자, 심약자 

사용곤란 또는 불가

조력자 필요

고층사용 불가

노약자 등 

모두 적합

모든 층에 적용

조작 훈련 필요 준비필요/인력 준비필요/인력 매우용이

적용시간 수 분 소요 최소 10분 이상 최소 수 분 소요 30초 이하

심리적 안정 매우 두려움 매우 두려움 비교적 안정 안정

안전성 화염에 노출 추락사 위험 비교적 안전 화염에 안전

출처: 최규출 외(2013). 이용자 특성에따른 피난설비 기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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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피난기구의 단점

피난기구 단   점

완강기

▪11층 이상에서 사용불가

▪사전지식이나 경험이 필요

▪피난시간이 오래 걸림

▪몸무게에 따른 제약

승강식 피난기
▪위층으로 대피불가

▪층간소음이나 방화구획의 훼손 가능성

구조대

▪설치 시 다수의 인원이 필요

▪피난시간이 많이 소요됨

▪위급상황에서 안전사고 위험성

트랩, 미끄럽틀

▪3층 이하의 저층부분에서만 사용가능

▪하강시 속도 조절에 따른 화상위험

▪방범상의 문제

공기 안전매트
▪현장으로의 운반, 공기 주입시가지 많은 시간소요

▪여러 명이 동시하강으로 사고발생 가능성

내림식사다리
▪층간소음문제에 따른 부정적 반응

▪상하층의 방범문제와 누수 문제

출처: 최규출 외(2013) 이용자 특성에따른 피난설비 기준 개선방안

◯ 기존의 재난교육에서는 완강기47)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재난 대응 도구로 완강기를 살펴보도록 함. 완강기의 경우 현재 10층 이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난기구로 현 법령체계에서는 11층 이상의 층에서 사용 

할 수 없음. 사용자가 완강기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사용경험이 없다면 사용하

기가 곤란하고, 피난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베란다 밖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화재층 위에서는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 등은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46)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5분 안에 안전약자계층이 편리하게 탈출할 수 있는 

피난기구임.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는 사용자가 승강판에 올라 출발버튼을 밟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면 바로 옆 승강판에 올라 동일한 방법으로 내려가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1층까지 도달하면 

건물밖으로 피신할 수 있음. 언제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연속 피난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음. http://www.kfsa.or.kr/info/qna/law_read.php?lno=4105&pgid=4_92_107

47) 완강기. 건축물 벽에 지지대를 설치한 후 줄을 걸어서 사용자 몸무게로 자동으로 내려오는 기구로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1회 하강한 후 다시 상승하지 않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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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완강기는 주로 저층구조의 숙박시설이나 기숙사와 같은 단체생활이 이루

어지는 집단 숙소 등에 설치되는 가장 간단한 피난기구로 간단하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나 내려올 때 흔들림 때문에 사전 탑승에 대한 교

육이나 훈련이 필요한 피난기구임

◯ 한편 세이빙 선은 어두운 야간에도 사람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탑승기에 탈 수 

있도록 배치됨. 탑승기에 사람이 모두 탑승한 후, 스타트 핸들 노란 줄 하나만 

당기면 탑승기가 출발, 하강이 시작되면서 옥외 지상까지 안전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10층 이하 저층은 물론 11층 이상의 고층에서도 손쉽게 사

용 할 수 있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최소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피난기구들을 여성이나 재난 취약자가 많은 건물에 선별적으로 설치하

는 등 다양한 기구 보급 및 관련 규정이 필요함

□ 소화기

◯ 일반적으로 실내에 비치되어 있는 철재용기 소화기는 3~4kg 정도임. 건강한 

성인 남성이 사용하기엔 별 무리가 없는 무게이지만, 재난 취약자가 이를 조작

을 하는 데에는 심리적, 물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무게임. 그래서 이들이 

소화기를 사용해서 초기진화 활동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음(강병환 외, 2013)

❙그림 Ⅳ-2❙ 성별 소화기 작동법 숙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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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병환 외(2003). 소화기의 사용성 증대를 위한 디자인 방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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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래프에서 제시된 것처럼 소화기 작동법 숙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남성 75.9%가 소화기 작동 법을 잘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으나 여성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경우가 24.5%에 그치고 있음. 또한 알고 있지만 사용하기가 꺼

려진다는 여성의 답변이 57.1%로서 남성 23%에 비해서 두 배 이상 격차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소화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성에 따라서 차이가 크

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화기 작동법을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소화기를 사용하기는 어렵

다는 것을 보여줌

◯ 실제 화재 발생 시 행동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대응여부를 묻는 설문의 결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압하겠다는 남성은 85.1%였던 것에 비해 여성은 24.5%

만이 적극적인 진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음

❙그림 Ⅳ-3❙ 성별 화재 시 대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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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병환 외(2003). 소화기의 사용성 증대를 위한 디자인 방향에 대한 연구

◯ 따라서 여성을 비롯한 재난 취약자가 적극적으로 재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현재 화재 발생 시 재난 취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일반 사용자 

공간과 다른 별도의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이는 2007. 6. 7.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례에 관한 법률 제도로, 이 내용에 따르면 재난 취약자 관

련 시설에 한해서 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식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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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노인 및 유아를 비롯한 재난 취약자들이 일반 소

화기를 조작하고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임

◯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는 일반적인 수동식 소화기 보다는 접근성과 사

용성이 높은 소화기(초경량 소화기 등)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함

◯ 여성의 신체 사이즈를 고려해서 비상도구를 제작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방안

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는 도구 사용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재난 취약자들

의 재난 대비를 위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도 있음

❙그림 Ⅳ-4❙ 이용이 쉽지 않은 소화기와 완강기

  

❙그림 Ⅳ-5❙ 약자를 배려한 소화기 디자인

출처: 강병환 외(203) 소화기의 사용성 증대를 위한 디자인 방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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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도구 전반에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고려

◯ 유니버셜 디자인의 초기 관심대상은 장애인이었지만, 점차 노인, 어린이, 여성 

등 다양한 신체조건을 가진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으로 그 개념이 확대됨

❙표 Ⅳ-3❙ 유니버셜 디자인

원리 디자인 지침

기능적 지원성이 있는 디자인 

(Supportive Design)

▪기능상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도움을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담도 초래해서는 안 됨

수용성이 있는 디자인

(Adaptable Design)

▪상품이나 환경이 다수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함. 

시간적 요인, 요구와 능력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조절 가

능성 등을 포함해야 함

접근성이 있는 디자인

(Accessible Design)

▪많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함

안전 지향적인 디자인

(Safety-Oriented Design)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개선임

출처: 이호숭 (2013). 유니버셜 디자인 관점의 재해약자 배려를 위한 디자인 유의점

◯ 다양한 개성이나 능력, 나이, 인종 그리고 문화적, 언어적, 생활습관의 차이까

지 뛰어 넘는, 현대사회의 모든 사용자들을 위한 디자인임

◯ 이러한 디자인을 여성친화적으로 구상하여 재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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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안전 교육 개선 방안

1) 현행 서울시 안전 체험 교육의 문제점

◯ 안전교육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의 감소 위해 수행해야 하며 위험 가

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48) 인간의 행동 및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교육임. 이러한 안전교육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지름길이며, 각자가 안전에 관

한 지식을 획득해 어떤 위험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

와줌. 또한, 안전교육은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의 전이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며, 사고분석에 대한 통찰력을 강화시켜 줌. 즉 사고를 총

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시켜 줌으로써 차후 유

사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음

◯ 현행 안전 교육의 문제점은 ①단편적인 안전교육 방식(단순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피교육자의 지적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교육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체험 위주의 교육 방식이 아닌 일방적인 교육 방식을 고수해 

온 경향이 있음) ②대상별･상황별･수준별 매뉴얼화 된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소방안전 교육 대상자는 유치원, 초중등학생, 장애인, 다중이용업 관계자, 소

방안전 관리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 폭넓고 다양하지만 획일화 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③열악한 안전 체험관 시설 ④보편적인 접근성 높은 교

육 환경의 부족 ⑤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이 있음

◯ 서울시 안전 교육 시설의 현황은 ❙표 Ⅳ-4❙와 같음. 서울의 경우 2개의 종합

안전체험관, 20개 소방안전체험시설, 1개 민방위 교육장이 있음

48) 안전 교육은 재난의 다음과 같은 특성과 연결됨(소방방재청, 2006). 재난은 ①실질적인 위험이 크

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하게 됨 ②본인과 가족과의 직접적인 재난피해 외에는 무

관심한 경향이 있음 ③시간과 기술 산업발전에 따라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다름  ④인간의 면밀

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 부분 근절 시킬 수 있음 ⑤발생과정은 돌발적이며 강한 충

격을 지니고 있으나 같은 유형의 재난 피해라도 형태나 규모, 영향범위가 다름 ⑥재난 발생 가능성

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움 ⑦고의든 과실이든 타인에게 끼친 손해는 배상의 책임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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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서울시 안전 체험관 현황

유형 체험 시설명 운영주체 위치

종합체험

서울시민안전체험관

(광나루 안전 체험관)
서울 소방재난본부 광진구 능동로 238

서울시민안전체험관

(보라매 안전 체험관)
서울 소방재난본부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소방안전 소방서 안전체험시설 20개 서울 소방재난본부

종로,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강서, 도봉, 마포,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소방서

종합체험 민방위교육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376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시 홈페이지 참고

◯ ❙그림 Ⅳ-6❙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체험시설에서는 교통사고 관련 안전 교

육 시설이 월등히 많음

❙그림 Ⅳ-6❙ 국내 분야별 체험시설 현황

50

23

5 4 3 2 1

0

10

20

30

40

50

교통 소방 건설 생활 종합 지하철 기타

출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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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방 재난 본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특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을 운영하고 관리

하는 종사자들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

전교육을 4시간 이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은 각 소방서에서 매월 1회 지정된 날짜에 받을 수 있음. 교육 내용은 화

재안전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 화재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유

지관리 및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임. 2010년 1월 14일부

터는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게 됨

◯ 소방서 안전체험교실은 소방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체험장에서 이루어지

며 이론교육과 함께 119 신고하기, 소화기 시뮬레이션, 연기피난, 구조대 및 완

강기 대피 등을 체험할 수 있음(종로,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강서, 도봉, 마포,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소방

서에는 안전체험장이 있으며, 중부, 서초, 강동 소방서는 안전체험장이 없음. 

그리고 안전체험의 종류 및 방법은 소방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음). 소방서

에서도 자체 교육 기자재를 활용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함 

◯ 재난교육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의 장기적 목표 및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개

별적, 단발적이면서 단기적 교육이 한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지역사회 및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재난교육 프로그램이 없음

◯ 2016년 서울시민 안전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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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서울시민 안전교육 인원

구분 총계

소방서

안전체험

교실

이동안전

체험차량

출장교육
소집

교육

야외체험

교육행사
인형극

시민안전 체험관

누계
일반

교육

대피

훈련
누계 광나루 보라매

계 1,160,248 126,603 43,400 453,051 314,649 138,402 9,087 178,452 40,902 308,753 167,126 141,627

학생 669,440 107,093 42,800 232,569 117,216 115,353 1,132 72,719 40,862 172,265 100,464 71,801

일

반

인

대학생 26,701 1,749 0 15,982 14,477 1,505 15 750 0 8,205 1,239 6,966

직장인 359,881 12,632 600 147,173 134,950 12,223 2,298 88,698 0 108,480 56,500 51,980

여성의용

소방대원
2,083 207 0 13 13 0 1,863 0 0 0 0 0

아파트

부녀회원

/통장

793 248 0 545 545 0 0 0 0 0 0 0

보험

설계사
0 0 0 0 0 0 0 0 0 0 0 0

다문화

가정주부
2,907 550 0 2,207 2,207 0 0 150 0 0 0 0

주부 10,261 215 0 1,656 1,656 0 50 8,340 0 0 0 0

노인 18,867 370 0 13,709 11,173 2,536 0 1,100 0 3,688 386 3,302

장애인 19,624 1,072 0 7,870 5,494 2,376 55 3,150 0 7,477 3,156 4,321

외국인 9,723 492 0 899 834 65 0 55 0 8,277 5,020 3,257

기타 39,968 1,975 0 30,428 26,084 4,344 3,674 3,490 40 361 361 0

주: 기타는 노인복지시설관계자, 아동 및 장애복지시설관계자, 공익요원(병무청). 다중이용업소관계자, 

지하철 관계인, 안전사각지대(화재경계지구, 쪽방, 재래시장 등), 대형화재취약대상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Ⅳ-7❙ 서울시민 안전교육 인원 - 교육대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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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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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서울시민 안전교육 인원 - 교육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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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표 Ⅳ-6❙ 서울시민 안전교육 횟수

구분 총계

소방서

안전체험

교실

이동안전

체험차량

출장교육
소집

교육

야외체험

교육행사
인형극

시민안전 체험관

누계
일반

교육

대피

훈련
누계 광나루 보라매

계 14,497 2,982 250 3,747 3,092 655 388 336 601 6,193 4,284 1,909

학생 8,048 2,482 246 1,348 892 456 36 139 600 3,197 2,277 920

일
반
인

대학생 574 24 0 100 95 5 1 3 0 446 243 203

직장인 3,734 326 4 1,572 1,486 86 60 150 0 1,622 1,348 274

여성의용
소방대원

55 16 0 2 2 0 37 0 0 0 0 0

아파트
부녀회원
/통장

13 3 0 10 10 0 0 0 0 0 0 0

보험
설계사

0 0 0 0 0 0 0 0 0 0 0 0

다문화
가정주부

19 2 0 16 16 0 0 1 0 0 0 0

주부 59 13 0 30 30 0 1 15 0 0 0 0

노인 542 5 0 189 159 30 0 2 0 346 131 215

장애인 502 32 0 110 82 28 2 2 0 356 171 185

외국인 251 14 0 19 17 2 0 3 0 215 103 112

기타 700 65 0 351 303 48 251 21 1 11 11 0

주: 기타는 노인복지시설관계자, 아동 및 장애복지시설관계자, 공익요원(병무청). 다중이용업소관계자, 

지하철 관계인, 안전사각지대(화재경계지구, 쪽방, 재래시장 등), 대형화재취약대상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142 ❙ 성인지 관점의 재난관리 매뉴얼 개발

❙그림 Ⅳ-9❙ 서울시민 안전교육 횟수 – 교육대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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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Ⅳ-10❙ 서울시민 안전교육 횟수 – 교육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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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재난 대응을 고려할 때 미래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질적 훈련이 부족함. 

교육을 통해 재난위험 인식을 높이고 유지해야 함에도, 재난 안전 문화의 전승

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매뉴얼을 답습하는 상황시나리오 훈련 및 부처중심의 대응체계 체크 훈련방식 

등을 활용함으로써 훈련에 대한 실효성 평가가 부재함 

◯ 재난 관리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 보면, 재난관리 부서가 기피 부서이면서 평상

시에 눈에 띄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재난관련 전문가 확보에

서 어려움이 큰 상황임

◯ 재난에 대한 인식 차원에서 보면, 지자체 기관장들에 대한 재난대응 총괄 관리

교육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의 미흡으로 

연결됨

◯ 재난발생에 대한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재난 대비나 예방 활동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2) 재난안전교육 방법 개선 방안

◯ 아파트 거주자의 화재 인식에 대한 분석 연구(배성근, 2011)에서 화재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가 33.2%, 없다가 66.8%로 교육을 받지 않은 경

우가 2배 높게 나타남. 특히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교육을 받은 기관은 직

장 내(41.5%), 소방관서(29.8%), 민간단체(22.8%), 초･중･고등교육기관 (5.3%), 

기타(0.6%)순임. 이에 따라 가정 내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여

성들의 교육 취약성이 매우 두드러지는 상황임

◯ 아파트 주민을 포함한 성인에 대한 소방 안전 교육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연구를 

준거로 추론해보면,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재난 취약자들에 대한 소방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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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재난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차원 문제점 및 개선과제

재난교육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재난교육 등은 국가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목표 및 방향

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

▪재난교육 등은 단발적이고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재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음

▪재난교육에 있어서 지역사회 및 일반주민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 없음

▪미래재난에 대한 실질적 훈련이 부족함

▪미래재난에 대해서는 그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교육으로써 위험 인식을 높

이고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해문화 등의 전승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이 존재함

재난 관리

조직의 운영

▪재난 관리 부서의 예산 확보의 어려움

▪재난 전문가 확보 어려움

재난에 대한 

인식

▪정치 지도자 및 국가 지도자들의 인식 미흡

▪재난 대비와 예방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

◯ 재난 안전 교육은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실시,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함

◯ 주체별 교육훈련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공 기관 종사자들의 재난 교육 의

무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특히 기관장들에 대한 기초적인 재난관리 리더십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 국민들을 위한 시민교육 및 훈련이 

필요함. 무엇보다도 재난 대비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반복적이며 지속적으

로 홍보하여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평상시부터 스스로 준비해야 한

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 일반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안 및 교재를 만들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훈련방식을 도입해야 함 

◯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 국민에 대한 생애 주기별 재난 교육이 학교 정규 

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교육 장소에서의 교육, 훈련 또한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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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야 지도자들에 대한 미래 재난의 심각성 인식 재고 및 재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재난 대응 중심에서 예방과 대비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 재난 안전 교육 개선 안에 성인지 관점을 적용해야 함. 특히 맞춤형 교육은 매

우 필요한 부분임

◯ 1인 가구 여성, 고령여성, 돌봄여성(영유아, 장애인, 거동불편자 또는 고령자를 

동반하는 주부, 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돌봄 종사자), 전업주부 및 직장여성 

등을 위한, 재난 재해 대비 및 대응 동영상 및 매뉴얼북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 대상별 교육 기회 제공

◯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재난 발생 요인의 제거 등 재난 대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재난 발생 시 대응을 빠르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재난의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음. 이는 궁극적으로 위험도 감소로 이

어지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재난안전교육의 대상에 따라 약 12∼48%까

지 위험도가 감소될 수 있음(정근희, 2014: 371)

◯ 교육 대상은 ①재난안전 관련직 종사 공무원 ➁일반국민 ➂초중고 학생들 대

상 의무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음. 모자가 같이 하는 재난 체험과 프로그램은 

비교적 다수 존재하는데 현재 서울시에 있는 재난 체험관 프로그램을 살펴보

면 어린이 위주의 안전 교육과 체험활동만이 진행 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 주

요 재난(풍수해, 화재, 붕괴 지하철사고, 지진) 관련 체험을 확대 하고( 현재, 

주로 화재와 교통 중심의 체험으로 구성됨) 모자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의 개발이 필요함

◯ 재난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우선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 재난안전교육

을 명시해야 하고 의무 사항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➁또

한, 운영에 있어서는 체험식 학습강화가 중요함 ➂콘텐츠는 가정의 생활 및 교

육과 연계가 중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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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교육 및 전문가 교육

◯ 공무원 교육은 주로 재난의 종류에 따라 특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커리큘럼 

설계가 주를 이루고 있음(박지환, 김윤희, 2014: 47)

◯ 교육훈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음. ①교육, 훈련의 설계 

➁강사의 자질 ➂피교육자의 특성(예: 학습동기, 개인성격) ④조직과 환경요인

(박지환, 김윤희, 2014: 49-50)

◯ 재난 관리자와 관련 교육 수행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함. 한국에서 교육훈련 

효과의 증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분야 업무 담당자 대상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음(박지환, 김윤희, 2014: 57-58)

� 지자체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시급함. 

강사의 자질이 중요한 요소로 드러남. 그리고 강의법에 있어서도 토론, 실습, 

훈련 등 다양한 강의방법을 차용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대부분 이론 

강의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학습효과와 전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상사와 동료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하고 교육훈련 참여를 조직 차원에서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함. 또한 장기적으로는 교육훈련에 대

한 필수이수시간규정 제정이 필요함

� 현재 안전교육 내용은 기관 재량이며 대부분 수강생의 지식수준과 편차를 고

려하지 않은 재난 유형별 교육을 실시함. 따라서 내실 있게 구성된 적절한 강

의 교재 개발 및 교육훈련 설계에 대한 체계적 커리큘럼 개발이 시급함

3) 재난안전교육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교육 콘텐츠 보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접근

◯ 현재 재난 안전 소방교육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 소

방 안전 교육의 다양화와 접근성을 높이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필요함. ① 인

터넷 활용 - 재난 관련 사이트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청 메일화면

에 팝업 화면으로 제공), 지역 내 기업체 홈페이지, 아파트 단지 홈페이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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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창 개설 및 정보 제공 ② 성인지적관점의 재난 재해 대응 관련 교육,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③ IT 기술을 활용한 정보전달과 홍보망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대상별 맞춤형 매체를 통해 안전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어린이 

대상 예방교육은 동화책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등  교육 대상별로 효과적인 교

육 매체가 상이함. 특히 다양한 스마트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함(예: 재

난 발생 시 정보 전달을 위한 ICT 활용, 재난 상식 확산을 위한 ICT 활용 등 

스마트 재난관리, 재난 대응 행동요령과 스트레스 관리 요령 매뉴얼 교육, 유

용한 도구 개발을 위한 민관시민 협력)

□ 교육 콘텐츠 보급･확대 방안

◯ 서울시에는 26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25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음. 

이들은 가정과 직접적으로 연계 되어 있고 아이돌보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돌

봄 여성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총괄하고 있음. 아이돌보미 양성 과정에 성인지

적 관점에 입각한 재난 대응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교육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활용해 사회적 재난 약자를 위한 프로

그램 개발 및 이용을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음

◯ 서울시 각 지역 종합 사회복지관을 활용해 중년 여성과 전업 주부를 위한 재

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 전업 주부를 위한 안전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고려

해볼 수 있음(낮 시간 이용가능 프로그램 개발)

◯ 돌봄 종사자 여성을 위한 안전 프로그램 보급과 시행을 추진할 수 있음(건강가

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필수 이수 교육으로 추가 배포)

◯ 임산부에 대한 필수적인 재난안전교육은 담당 주치의(의사)가 실시하도록 의

무화할 수 있음

◯ ❙그림 Ⅳ-11❙에는 전국 학부모가 이용 가능한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교육 동

영상 탑재방안이 제시됨. 안전 교육을 온라인 강의 자료 및 교육자료에 탑재한 

후 공지란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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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교육 동영상 탑재 예시

□ 성인지 관점에서의 재난 취약자의 위기 극복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 체험 훈련

의 확산

◯ 유치원부터 고령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대처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현재 서울시의 경우 시민안전 체험관

을 설립하여 시민들에게 위기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체험 교육 훈련의 장으

로 활용하고 있으나, 그 수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재난 

취약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상설 체험관이 아니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 훈련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재난 안전 교육과 학교 봉사활동과정과의 연계

◯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 안전 교육을 학교 

봉사활동 과정에 반영하는 안전 체험 교육 이수제가 효과적일 수 있음. 주로 

가정에서 돌봄에 종사하는 가정주부의 경우 재난 안전 교육의 기회를 접하는 

것이 쉽지 않음. 학교를 매개로 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

여 보다 쉽게 재난관련 훈련을 할 수 있음. 또한 가정 단위의 재난 안전 대비책

을 세우는데 있어, 자녀와 함께한 재난 안전교육과 훈련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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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동영상 매뉴얼49)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부록그림 1❙ 붕괴 동영상 매뉴얼

49)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http://www.safekorea.go.kr

부록 기존 매뉴얼과 해외 사례

기 존 매 뉴 얼 개 선 사 항

붕괴시 행동요령

에 대해 만화형식

으로 표현하고 

있음

▪붕괴 재난의 위험성을 경감시키는 영상이

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인 손상이나 정신

적인 충격 등이 고려되지 않고 특히 재난 

약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재난 약자(고령 여성, 돌봄 여성, 임산부 등)

의 경우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감과 함께 물

리적으로 약한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함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상황 구성이 필요함 

비상 비축 식량에

대한 소개

▪비축식량에 대한 소개가 너무나 간략함

▪대상자별로 비축해야 하는 비상식량 목록과 

비축양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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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2❙ 지하철사고 동영상 매뉴얼

❙부록그림 3❙ 지진 동영상 매뉴얼

기 존 매 뉴 얼 개 선 사 항

일반 성인을 대상

으로 한 재난 대

비 상황을 보여 

주고 있음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난 약자의 대피 방법

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함(지하철이라는 교

통수단은 모든 서울시민이 모두 이용 가능

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남성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음)

▪일반적인 대피 이상의 내용은 없음

기 존 매 뉴 얼 개 선 사 항

간단한 물건으로

붕괴시 머리를 

보호한다고 설명

하고 있는 장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물건으로 

예시를 들고 있음

▪가정에서는 장바구니나 책상 및 그리고 직장 

여성들 같은 경우 핸드백과 같이 일상생활

에서 아주 쉽게 활용 가능한 물건으로 예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돌봄 여성을 고려한 영유아 신체 보호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기 존 매 뉴 얼 개 선 사 항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내역을 소개 

하는 부분임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과 그 여진을 비롯하

여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업데이트가 필

요해 보임

지진에 대한 이

해와 일본을 비

롯한 대표적인 

발생국에서 일어

난 대규모 지진

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음

▪고베 지진, 인도 지진, 인도네시아 지진을 

설명하고 환태평양 지진대에 대해 설명하

는 것임에도 앞부분과 바뀌지 않는 그림이 

나오고 있음

▪설명에 맞는 사실적인 사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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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매 뉴 얼 개 선 사 항

외출 했을 시 지진

대응요령을 설명

하고 있음

▪복잡하고 번잡한 도시의 모습으로 표현된 

삽화가 아닌 한적한 농촌모습을 가지고 지진

대응에 대해 설명 하고 있어 현실적이지 않음

▪어린이가 대응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데 현실적으로 외출을 하는 이는 성인 남녀

이므로 이 또한 현실적이지 않음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대처 요령을 설명

하는 장면

▪복합적인 도시 공간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

로 표현되고 사람이 많지 않으며 혼자서 대

처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음

▪전반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음 

▪상식적인 선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평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음

▪상황별･공간별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실천 

가능하고 현실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해일 피해를 

일본의 지진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

▪지진은 예고되지 않고 갑자기 오는 것이므

로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함을 

강조해야 함

▪서울은 해안가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별

로 없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변경이 필요함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재난 약자별 다양하

고 상세한 매뉴얼 개발과 보급 또한 그에 

따른 재난 대응 훈련의 기회가 절실함

“지진이 오면 탁자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

▪가장 초보적인 상식적인 지식이 지진에 대

한 최선의 대응 방법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

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다양한 지진 피해를 상세히 설명하고 우리

나라가 지진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

식하여야 할 것임. 또한 비축식량, 비상키

트, 대피요령, 지진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

응 요령 등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

과 홍보가 필요해 보임

▪재난 약자의 입장에서의 구체화된 매뉴얼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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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4❙ 화재 동영상 매뉴얼

기 존 매 뉴 얼 개 선 사 항

재난 약자에 대한

대피에 대해 이

야기 하고 있음

▪재난약자가 노인 장애인 어린이로 국한 시

키지 말고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재난 약자

(임산부, 1인 가구 여성, 돌봄 여성, 고령여

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피요령

도 상세화 할 필요가 있음

지하철 화재시 

대피 방법에 대해 

설명 하고 있음

▪지하철 화재 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난 약자

의 대피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고령여성, 아이를 동반한 돌봄 여성, 임산부 

등이 꼭 지켜야 하는 대피 요령 등을 제시해

야 함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한 화재 사고 

예방에 대해 이

야기 하고 있음

▪여러 화재 취약 지역(재래시장, 고층건물, 

주거용대단지 아파트 등)에 대한 구체적이

고 상세한 매뉴얼이 제시가 필요함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에 대해 이

야기 하고 있음

▪화재 시 직접적인 화마로 인한 인명피해보다 

연기나 열기에 의한 피해가 많은 것을 언급하고 

연기에 대한 주의 사항에 대해 좀 더 구체적

인 사항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성인지적 

관점에서 아동을 동반한 돌봄여성, 임산부, 

고령자 그리고 1인 가구 여성의 각각의 입

장에서 실천 가능한 매뉴얼 제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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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5❙ 풍수해 동영상 매뉴얼

기 존 매 뉴 얼 개 선 사 항

엄마는 물품을 

준비하고 아빠

는 배수관을 점

검하도록 되어 

있음

▪성별 역할 분리를 개선해야 함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가족유형이 다양화

된 현 상황 하에서 엄마 아빠의 성별역할을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들이 분업을 해야 한

다는 문구 등으로 수정이 필요함

비상용품 준비

에 있어서 기본

적인 구급상자

나 라디오 등만 

포함되어 있음

▪성인지적으로 물품 목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대형 생리대, 영유아, 노약자를 위한 일회용 

기저귀와 물티슈 등 대상별 필요 물품을 제

시해야함

비상대피장소와 

연락망을 준비

해 두었다고 이

야기 하고 있음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비상시 연락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1인 가구 여성이나 고령 여성의 경우 비상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에 대한 사전 

확인과 비상 연락망의 준비에 대한 정확하

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아이가 휴대폰 

재난 속보 앱을 

보고 장난스럽

게 웃고 있음

▪재난의 상황이 아이가 장난처럼 보고 지나

가는 가벼운 상황이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등장인

물의 표정에 대한 현실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임

▪더불어 아동의 모습보다 여성이나 다양한 

등장인물의 모습으로 제시해줌으로써 현실

적이면서도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명이 필요함

지정된 대피소로

재난약자가 이

동해야 하는 장

면에서 재난약

자에 언급이 구

체적이지 않음

▪화면에 아동을 동반한 주부, 고령여성, 돌봄 

여성, 1인 가구 여성 등 다양한 재난 약자의 

모습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대피가 불편한 시민이 주변에 있을 경우 

누구나 함께 도와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함

우리집 점검은 

다 했다라고 이

야기 하고 있음

▪점검의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가정 내 

점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되도록 정확

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혼자 준비해야 하는 1인 가구 등이 참

고할 수 있도록 사전 재난 준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162 ❙ 성인지 관점의 재난관리 매뉴얼 개발

◯ 국민안전처, 서울안전누리의 전반적인 재난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대비에 관한 

자료는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는 동영상 매뉴얼에서

도 마찬가지임

◯ 특히 동영상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동영상은 더욱 더 복합적인 사회의 모습

과 다양화 되는 가족의 모습을 반영해야 함. 이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홍보 안내 대비 대응관련 자료의 재검토가 필요함. 전체적인 매뉴얼은 일반적

인 상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복합적

인 사고요인과 주변 환경 그리고 다양한 재난 유형을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상

세화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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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재난 행동 매뉴얼 해외 도시 사례50)

❙부록표 1❙ 해외도시 비상키트 물품 목록(기본물품)

50) 일본 도쿄도  http://www.metro.tokyo.jp

         가와사키시  http://www.city.kawasaki.jp

         효고현 http://web.pref.hyogo.jp

    미국 뉴욕주  http://www1.nyc.gov

         샌디에고  http://www.sandiego.gov 

         아이다호  http://http://healthandwelfare.idaho.gov 

         켄터키주  http://www.kentucky.gov

         휴스턴시  http://www.readyhoustontx.gov

    캐나다 몬트리올 http://ville.montreal.qc.ca

           온타리오주  http://www.emergencymanagementontario.ca

           브램턴주  http://www.brampton.ca 

           런던시 https://www.london.ca 

    싱가포르  https://www.scdf.gov.sg/content/scdf_internet/en/community-and-volunteers

              community- preparedness.html

    홍콩 http://sb.gov.hk

    타이페이 http://eoc.gov.taipei

    독일 재난관리청 http://bbk.bund.de

기본물품

▪현찰

▪손전등･배터리(전등, 라디오, 핸드폰), 미니라디오(홍콩) 

▪전기로 작동하지 않는 시계(샌디에고)

▪개인위생용품(LA, 토론토, 뉴질랜드, 샌디에고: 큰 플라스틱 쓰레기 가방, 여성용품, 물티슈, 

치약/칫솔, 샴푸와 비누, 로션, 탈취제, 각티슈와 화장실 휴지, 손 세정제)

▪개인별 필수약품을 최소 1주일치 보관(브램턴. 런던(캐나다)) 약품리스트를 작성하고 각각의 

약을 왜 복용하는지, 그것의 이름과 빈도, 복용량, 처방약사의 이름 적기(온타리오)

▪가족들이 복용하는 약품 리스트, 의사 성명 및 전화번호가 써 있는 처방전 사본(뉴욕)

▪방수 폴더에 중요 서류를 담을 것(의료보험증, 출생증명서, 집문서, 신분증, 신용카드 및 ATM 

카드 사본)(싱가포르, 뉴욕, 브램턴, 토론토, LA, 독일)

▪휘슬 

▪N95마스크(싱가포르)

▪MedicAlert 팔찌(온타리오)

▪백팩/더블백(온타리오)

▪전화번호

▪개별 침낭이나 담요, 가능하다면 절연 매트(독일, 샌디에고)

▪방수용기에 담긴 성냥(뉴질랜드)

▪여분의 집/자동차 키(뉴질랜드, 런던(캐나다))

▪도구(LA, 샌디에고: 렌치, 강력 접착테이프, 견고한 장갑, 면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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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2❙ 해외도시 비상키트 물품 목록(식량)

식  량

▪최소한 3일치의 구급식량 확보(뉴욕, 토론토)

▪하루에 인당 4리터의 물

  - 2리터는 소비, 2리터는 기초 위생

  - 브램턴, 토론토. 런던(캐나다) 

  - 샌디에고는 인당 하루에 1갤론으로 표기

▪물은 금속으로 된 통에 보관(브램턴)

▪비스켓(홍콩)

▪상하지 않는 음식 또는 통조림, 통조림 따개 

▪에너지를 내는 식량(High-Energy foods): 젤리, 땅콩버터, 말린 과일, 크래커, 그레놀라(브램턴, LA)

▪안정을 주는 소량의 음식: 쿠키, 캔디, 단 시리얼, 롤리팝, 인스턴트 커피, 티백(LA)

  ※ 짠 음식은 물을 먹게 만드니 피할 것(샌디에고)

▪식량은 밀봉된 방수용기에 저장할 것(브램턴, LA)

▪플라스틱 랩, 재밀봉되는 플라스틱 백(LA)

▪아이나 노인을 위한 식량(브램턴)

▪한 사람이 2주 동안 소비할 것으로 여겨지는 음식물(싱가포르)

  ① 쌀 3KG, 쿠킹 오일 1병

  ➁ 야채, 고기, 생선, 콩 캔 14개(캔 당 400그램)

  ➂ 비스킷 2팩(각 210그램), 라면 15개

  ④ 분유(유아 연령에 따라 필요량 상이), 설탕 1개(500그램)

기본물품

▪여분의 옷과 견고한 신발, 장갑

▪작은 텐트, 나침반, 작은 삽(뉴질랜드)

▪경량 우비와 마일라 폴리에스테르 담요(뉴욕)

▪가족 연락처 및 약속장소 정보와 작은 크기의 지역 지도(뉴욕, 뉴질랜드)

▪가족 간 헤어질 때를 대비한 최신 가족사진(브램턴, 런던(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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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3❙ 해외 도시 비상키트 물품 목록(그 외)

구급키트 유아용품 오락거리 애완동물용품

▪구급키트: 붕대, 가위, 온도계, 접착밴드, 핀셋, 감염을 막을 장갑(싱가포르) 

  ※ 대부분 구급키트는 목록이 길지 않고 그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음

▪유아용품(토론토, 뉴질랜드: 기저귀, 여분의 옷, 유아용 유동식, 파우더 우유, 냉장이 필요 없는 

약품)

▪오락거리(게임, 책, 트럼프 카드, 아이를 위한 인형, 크레용 그림책(LA, 온타리오, 샌디에고))

▪애완동물 용품(LA: 접종기록표, 등록증, 캐리어나 케이지, 식량과 물, 가죽끈과 입마개) 

❙부록표 4❙ 해외 도시 비상키트 물품 목록(비상출산키트)

비상출산키트51)

▪10개의 파란 패드(blue pads)

▪1개의 플라스틱 병(peri-bottle)

▪1개의 신생아 모자

▪6개 팩의 멸균 윤활유

▪2개의 플라스틱 신생아 고정 끈(cord clamp) 

▪멸균 가위 

▪개별적으로 포장된 12개의 알코올 준비 패드(perp pads)

▪한 묶음(dozen)의 위생 패드

▪한 묶음의 멸균 거즈 패드

▪1개의 둥근 주사기(bulb syringe)

▪한 통의 과산화수소수

▪신생아 온도계

▪건전지가 꽉 찬 라디오와 추가 배터리

▪사용 설명서

51) Disaster Preparedness for the Health Care System and Providers Caring for Pregn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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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5❙ 해외 도시 맞춤형 비상키트 물품 목록(장애인 비상키트) (돌봄수행자 관련)

장애인 비상키트52)

※ 장애인 비상키트 관련 내용들은 대처 매뉴얼이라고 봐도 무방한 내용으로 구성됨

▪필요한 약품과 비타민제, 기타 특수기구와 비상 물품의 여분을 챙겨야 함

▪모든 의약 처방전의 디테일한 리스트

▪비상등과 휘슬, 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

▪펜과 종이

▪내구성이 강한 장갑을 챙겨서 보관해야 함. 그래서 이 장갑을 깨진 유리나 조각 위를 지나가

는 바퀴를 굴릴 때 사용하도록 함

▪모터로 작동하는 휠체어나 스쿠터를 사용하는 경우 예비 배터리를 준비해야 함. 차량 배터리

는 휠체어 배터리 대신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종류의 배터리는 휠체어의 딥싸이클 배터리

만큼 지속되지 않음. 전력이 소진될 경우, 점퍼 케이블을 차량 배터리에 연결하거나 배터리를 

차량의 담배라이터와 연결되는 컨버터에 연결하여 충전할 수 있는지 판매업체에 확인해야 함

▪휠체어에 펑크 방지 타이어가 없을 경우, 펑크 난 타이어를 수리할 패치 키트 또는 “밀봉”제품

을 보관하거나 예비용 내부 타이어를 보관해야 함

▪가능하다면 가벼운 수동 휠체어를 보관해야 함

▪평소에 오가는 경로를 막지 않도록 가구가 안전하게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의 고층에 있을 경우, 건물 내에서 오르내릴 다른 방법을 있는 생각해보

고 계획, 연습할 것. 필요한 경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봐야 함

▪계단 사용이 불가할 경우, 자신에게 맞는 오르내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것. 휠체어 사용

자의 경우, 건물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휠체어 없이 이동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임

▪휠체어를 운반해줄 2명 이상의 건장한 사람이 없다면 누군가를 아래층까지 옮겨줄 수 없음. 

이동해야 할 경우, 이동의 가장 안전한 방법에 대해 의논해야 함. 그리고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험한 곳을 알려줘야 함

▪도움을 주는 이에게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이동 방법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려줄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함

52) Disaster Preparedness for the Health Care System and Providers Caring for Pregn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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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6❙ 일본의 재난대비 물품

공통

▪물과 음식(최소 3일분)

▪간이 영양식

▪스마트폰 충전기 보조배터리

▪운동화 & 두꺼운 양말

▪방한도구

▪응급처치품 및 매뉴얼

▪손전등 및 라디어(여분의 건전지)

▪약(비처방약, 처방약, 처방목록 등)

▪현금 및 중요 서류

▪모자

▪우산 혹은 비옷

▪종이지도(전지 소모에 대비)

▪방재마스크

▪작업용(견고한) 장갑, 호루라기, 소화기 등)

▪활동하기 편한 의복, 갈아입을 여벌의 옷

▪견고한 신발

▪청결 및 위생용품

▪중요한 연락처는 ‘종이’에 기록하여 보관

여성

▪여성용 위생용품

▪생리용품(생리용패드(장시간용도 있으면 좋음), 생리팬티, 소독면, 팬티라이너, 속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 봉지)

▪물티슈 혹은 소독티슈

1인 가구 여성

▪직장에 편한 신발 비치

▪직장에 편한 바지 등

▪직장에 위생용품 등

▪차 안에 기본 물품 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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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1 영유아돌봄

▪영유아 용품(기저귀, 분유, 음식, 갈아입을 여벌 옷)

▪아동용 배낭 물품(비상음식, 알레르기 등 주의사항을 적은 의료 메모, 명찰, 과자, 장난감, 가

족사진, 부모의 전화번호 등)

▪분유-더운물-우유병-소독제 세트

▪생리용품-이유식용품-종이기저귀용품 세트

▪수유용품(분유: 우유병의 위생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제공함, 알레르기용 우유, 영유아용 음

료수: 연수, 우유병, 우유병용 소독제, 물 끓이는 기구_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

여 건전지식 또는 발전기식의 기구)

▪이유식용품(베이비푸드: 알레르기 대응식 포함, 숟가락)

▪종이기저귀용품(소아용 종이기저귀, 물휴지, 쓰레기봉지, 영유아용 갈아입을 옷, 유아용 욕조_

아기 엉덩이를 씻기기 위해 필요)

▪기타(업는 띠, 수유용 판초, 속옷: 여러 가지 사이즈) 

▪영유아를 돌보는 여성이 챙겨야할 물품(체온계, 의료기록 복사본, 항균 수건과 손 세정제, 비

누 등의 용품, 휴대용 아기 침대, 밀폐된 병에 담긴 이유식과 일회용 식기들, 아기가 사용할 

담요, 유아복과 신발, 포대기와 유모차, 기저귀와 발진 크림, 유아용 진통제와 해열제, 물과 

병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유)

돌봄2 고령자･장애인돌봄

▪고령자･장애인 특별 니즈 물품(휠체어(모터가 있는 경우 예비 배터리 및 점퍼 케이블 등 포

함), 지팡이, 보행기, 약, 보청기, 내구성이 강한 장갑)

돌봄3 임산부돌봄

▪임산부 용품(필요한 백신이나 약품, 본인과 아이의 의료기록(진단서 등) 및 모자수첩 복사하

여 보관, 임산부 배지, 임부복과 유아복, 임산부용 비타민과 필요한 약품들과 함께 단백질이 

있는 말린 과일, 시리얼 등의 식량, 밀폐된 병에 보관된 생수, 담요 두 벌, 앞이 막힌 신발, 

긴급 상황에 사용할 출산용품들(깨끗한 수건, 가위, 주사기, 위생장갑, 생리대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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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7❙ 일본 물품 관련 고려사항

공통

▪1인 1배낭(아동 포함)

▪배낭 무게: 성인기준 무게 약 5kg이 적당함

▪식품: 식품의 예 – 야채통조림(225g 1개, 고기통조림(225g) 1개, 물 2리터 1개, 야채쥬스(200cc) 

1개, 판 초콜릿 1개, 밥팩(350g), 떡(2개) 등

▪식품관련 도구의 예 – 가위, 칼, 통조림따개, 성냥, 라이터, 젓가락, 접시 컵, 물휴지 등

▪물의 양은 1인이 필요로 하는 하루 수분량에 따라 준비함: 체중과 생애주기에 따른 산정방식

에 따름53)

영유아･아동 돌봄

▪아동을 동반할 경우 대피에 시간과 지원이 많이 필요

▪아이에게도 교육을 실시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돌봄

▪고령여성, 임산부 등 신체적 재난 취약성을 가진 여성들은 화장실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 있음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고령자 혹은 장애인과 이들의 보호자는 이웃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어야 함

▪임산부 숙지사항: 조기분만 징후, 재난발생 시 해야 할 일을 주치의로부터 알아둘 것, 임시주

거시설 및 가족만남 장소 등

53) 체중별 1일 필요한 식수량 산정 계산식(ママのための防災ハンドブック(學硏, 2011), p.32)

1. 영아 _ 체중 8kg = 150(ml/kg/1일) X 8kg = 1,200ml/1일

2. 유아 _ 체중 15kg = 100(ml/kg/1일) X 15kg = 1,500ml/1일

3. 성인 _ 체중 60kg = 50(ml/kg/1일) X 60kg = 3,000ml/1일

* 영아, 유아, 성인이 체중 1kg당 필요로 하는 수분의 기준치에 체중을 곱함  

** 체중 lkg당 필요로 하는 수분의 기준치는 아동은 5~100ml, 고령자는 40ml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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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8❙ 해외 도시 비상키트 관련 숙지사항(돌봄 역할 수행 관련)

기초 숙지사항

※미국 워싱턴주와 캐나다 브램턴 시의 장애인 비상키트 매뉴얼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야 함

▪비상용품은 팩이나 백팩에 넣어서 보행 보조기, 휠체어 또는 스쿠터에 부착시켜 보관해야 함

▪이동 보조 기구(지팡이, 목발, 보행 보조기, 휠체어)는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 보관해야 함. 그리고 가능하다면 예비보조 기구를 몇몇 정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함

특정 집단 숙지 사항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

▪뉴질랜드는 국가차원에서 비상키트 책자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배포했는데, 

이중 부모나 아이를 돌보는 이들은 비상키트를 만드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이는 비상키트를 만드는데 있어 부모나 아이를 돌보는 

이들이 실시해야 할 교육법으로써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부모와 아이를 돌보는 이들이 해야 할 일(뉴질랜드)

  - 집에서 비상시 대처법을 준비할 때 함께 준비하라. 그래서 아이들이 준비의 

필요성과 비상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라. 만약 가능하다면 아이들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돕게 하고 아이템과 키트를 모아서 필요한 곳에 두

게 하라.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은 그들이 비상시 무엇을 할 지를 알게 

하는 첫걸음임

  - 아이들이 비상 아이템을 두고 대피키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돕게 해야 함. 

비상식량과 물은 매 6개월마다 교체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배터리도 교체해

야 함. 아이들에게 달력을 만들어서 비상물품을 체크한 날을 표기하게 할 수 

있음
  - 아이들을 반려동물이나 기타 동물의 생존 계획과 아이템을 준비하는 것에 

함께 하게해야 함

  - 아이들에게 학교 재난대비 교육에 참여할 것을 제안해야 함. 아이들을 위해 

준비된 그리고 아이들 친화적인 용어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음

임산부54)

▪보편적인 비상계획을 모든 재난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재난의 종류와 상관

없이 모든 임산부가 경험하는 공통적인 스트레스가 존재함. 이들의 탈출을 위

한 계획이 필요함. 그리고 미국 적십자는 재난별 준비요령을 제시하고 있음(실

제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내용을 재난별로 제시함)

▪하지만 탈출이 불가능하다면 분만전, 분만시, 분만후 시기에 대한 안전한 관리

가 필요함. 분만 전에는 태아기 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재난과 무

관한 건강케어공급자들은 지속적인 태아기 관리를 위해 탈출자에 지속적인 관

리를 제공해야 함. 주와 지역 정부는 탈출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태아기 관

리와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을 설립해야 함. 그리고 의료진은 미리 환자들

에게 각자의 태아기 이슈들을 기록해서 자신의 특성을 금방 의료진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리고 막상 재난이 터지면 여성들이 의료시설 이외의 곳에서 출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출산키트’를 준비하도록 해야 함. 미국의 National Working 

Group for Women and Infant Needs in Emergencies는 비상출산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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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9❙ 해외 도시 대피시점 사전숙지사항(재난 공통)

붕괴, 지하철사고, 지진, 화재, 풍수해 공통 (New York)

특징적

내용

▪비상 상황의 추이에 따라 대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함. 뉴스를 계속 주시

해야 함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을 경우 위험요인이 제거되고 “특정장소 대피”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는 자녀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와서는 안 됨

▪비상시 안전 장소를 떠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처

하게 만들 수 있음

▪특정장소에 대피할 때는 되도록 적은 수의 출입문과 창문이 있는 방을 선택해

야함. 방 크기는 일인당 적어도 10평방피트(약 1평방미터)는 되어야 함

국내 매뉴얼 

유사

내용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을 경우 집 안전을 점검해야 함

▪집에서 나오기 전에 창문과 출입문을 잠그고 가전기기 플러그를 빼놓아야 함

▪튼튼한 신발을 신고 편하면서도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옷을 입을 것

▪비상키트를 가지고 나올 것

▪비상시 재난담당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됨

54) Committee on Health Care for Underserved Women. 2010. "Preparing for Disasters: Perspectives 

on Women". Committee Opinion. 457: 1-4.

기초 숙지사항

여성과 

유아의 

비상상황 

준비를 위한 

의사가이드

▪환자로 하여금 재난이 터질 시 탈출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함

▪임산부에게 조기분만의 신호나 기타 조산의 긴급 상황을 알려줘야 함

▪재난 중에 태아기,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을 알려주기 위해 건

강부처 공무원과 함께 일할 것

▪환자로 하여금 비상출산키트를 만들도록 유도

▪재난 중에 수유나 재수유를 촉진

▪여성과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보안이 잘되는 시설을 제공하도록 지방이나 주 

정부를 유도

▪환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distress)의 사인을 인지하도록 해야 함. 정신 건강에 

즉각적인 주의를 가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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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10❙ 붕괴 관련 사전숙지사항

붕괴 (New York, 싱가포르)

특징적

내용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정신을 온전히 할 것(keep spirits high)

▪냉장고가 가까이에 있다면 식량과 물을 소비할 것. 잔해 안 개방된 곳에 있는 

식량과 음료를 섭취할 때는 유리조각이나 다른 잔해들을 조심할 것

▪숨 쉴 공간을 제공하고 낙하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단단한 가구(책상이나 침대) 

밑에 웅크릴 것.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창문 등을 피해서 몸을 감싸고 있을 것

▪담요나 상자 기타 유사한 물건을 사용해서 유리 파편이나 잔해로부터 스스로

를 보호할 것

▪가능하다면 불안정한 지역이나 사물에서 벗어나고, 발을 깨진 유리로부터 보

호할 단단한 신발을 신을 것

▪만약 안전한 곳에 있다면 그냥 그곳에 있을 것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려하지 말 것. 왜냐하면 잔해 파편이나 부서진 

계단, 누전이 당신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임

▪가스 누출이 없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조명 스위치를 켜거나 성냥에 불을 붙이

거나 불과 가스렌지를 사용하지 말 것 

▪침착하고, 구해주는 이의 소리에 잘 반응할 것

▪위험한 먼지를 흡입할 수도 있으니 불필요하게 소리 지르지 말 것. 구해주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 가능하다면 휘슬이나 손전등을 사용하고 벽이나 파

이프를 두드릴 것

국내 매뉴얼 

유사

내용

▪건물 붕괴나 폭발사고에 직면할 경우, 침착하고 신속하게 건물을 빠져나올 것(NY)

▪건물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을 경우 튼튼한 가구 밑으로 피신(NY)

▪잔해에 깔려 있을 경우, 주기적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움직여서 혈액순환

을 촉진하고, 혈전을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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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11❙ 지하철사고 관련 사전숙지사항

지하철사고 (New York)

특징적

내용

▪안내사항에 잘 따를 것.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챙길 것(싱가포르)

▪기차나 버스 운행 중에 문제 발생 시 침착할 것 

▪기차에서는 문을 열거나 기차 밖으로 뛰어내리려 하지 말 것. 대부분의 경우 

지하철 안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안전. 비상대처 요원들의 안내로 지하철 철로로 

나왔을 경우 고압전류가 통하는 세 번째 큰 철로를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국내 매뉴얼 

유사

내용

▪기차 끝의 비상구를 따라 차례로 탈출할 것. 탈출 중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걸을 것(싱가포르)

▪승객이 객차 문 사이에 껴서 끌려갈 경우에만 비상 줄을 당길 것. 그러나 타고 

있는 지하철이 역 사이에 있을 때 비상줄을 당기면 객차가 중도에서 정지하여 

의료요원이나 다른 지원인력이 오는 것을 지연될 수 있음. 지하철이 역 사이에 

있을 때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 줄을 당기지 말고 대신 역무원이나 관련 

요원을 불러서 다음 역에서 경찰과 의료요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탈출 중 기차나 터널이 제공하는 비상등이나 환기장치가 가동될 것(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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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12❙ 지진 관련 사전숙지사항

지진 (LA County, 싱가포르)

집에 

있을 때

특징적

내용

▪가족과 함께 대비훈련을 하고,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파악할 것

▪지진 중에 가족들이 헤어졌다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가족이 다시 

모일 지를 결정할 것

▪연락할 주 밖의 친구나 친척을 정해서, 가족이나 친구가 당신의 상태를 

알게 할 것

▪집의 각 방에서 안전한 장소를 파악할 것. 견고한 테이블, 책상, 벽을 인

지할 것. 그리고 위험한 지점들(창문, 거울, 무언가를 걸어놓은 것, 벽난

로, 크고 안전하지 못한 가구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함

▪크고, 무거운 가구, 걸어놓은 것, 거울이나 그림틀뿐만 아니라 온수기나 

주요 가전기기 등을 살펴볼 것

▪깨질 수 있는 것, 무거운 것과 페인트, 해충 스프레이, 청소제품과 같은 

가연성 액체를 안전한 캐비닛이나 낮은 선반에 보관할 것

▪이웃을 조직하는데 참여해서 지진 이후 자족할 수 있게 할 것

▪여진(미진)이 끝날 때까지 개방된(open) 곳에 있을 것

국내 

매뉴얼 

유사

내용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응급키트를 마련할 것

▪어떻게 가스, 물,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지를 배울 것(이것은 지진 중에 

필요할 수 있음)

▪굴뚝, 지붕, 벽, 건축물 기초의 안정성을 체크하라. 당신의 집이 기초부

터 튼튼한지 확인할 것

▪빌딩이나 전선에서 떨어질 것

▪운전 중이라면 멈추고 차에 있을 것(가까운 나무, 빌딩, 다리, 고가, 전선

에 정차시키면 안 됨)

실내에 

있을 때

특징적

내용

▪침착하고 창문, 가구, 조명등과 같이 당신에게 떨어져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에게서 멀어질 것

▪나무나 다른 강한 재료로 만들어진 가구 밑에 숨을 것

▪미진이 멈추면 나와서 모든 가스나 전기용품의 스위치를 끌 것. 그리고 

손상된 전기선을 만지지 말 것

▪여진(미진)으로 가스누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냥불을 사용하지 말 것

▪가스냄새가 나면 신고할 것

▪주변을 잘 살피고 벽이나 난간 같은 건물 구성요소에 구조적 결함이 생

겼는지 체크할 것

▪탈출은 새로운 틈과 같은 구조적 결함들이 눈에 보일 때 감행할 것

▪새로운 틈이 관찰될 경우 신고할 것

▪미진에 대한 후속보도를 청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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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13❙ 화재 관련 사전숙지사항

화재 (LA County)

특징적

내용

▪ABC드라이 케미컬 소화기를 집에 비치할 것. 가스렌지로 인한 화재시에는 Wet 

Class K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New York)

▪주방과 모든 침실의 입구 15피트(5미터) 내 거리에 화재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경보

기를 설치해두어야 함(New York)

▪습도가 낮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가 되면 경고가 발동됨. 그럴 경우에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함

▪차를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주차하고, 자동차 키를 가까운 곳에 둘 것

▪중요한 기록이나 서류는 차 안에 넣어둘 것

▪애완동물 캐리어를 가까운 곳에 둘 것

국내 

매뉴얼 

유사

내용

▪집을 떠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준비해야 함

  ∙ 집안에 모든 내부 문 닫기

  ∙ 모든 창문을 닫기

  ∙ 내부 불을 켜놓기

  ∙ 가연성 가구는 창문에서 떨어진 곳으로, 방의 중심부로 옮기기

지진 (LA County, 싱가포르)

실내에 

있을 때

국내 

매뉴얼 

유사

내용

▪탈출할 필요가 있다면: 

  - 모든 불, 전기 기기들을 끄기

  - 모든 가스 기기와 수도꼭지를 끄기

  - 가족을 모으기

  - 비상키트를 가지고 문을 잠그기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으로 나오기

외부에 

있을 때

(홍콩)

특징적

내용
▪사람이 밀집한 곳에 있다면 출구로 달려가지 말 것

국내 

매뉴얼 

유사

내용

▪실외라면 빌딩, 가파른 경사면, 전선에서 멀어질 것

▪움직이는 차 안에 있다면 차를 멈추고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있을 것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나올 것

▪터널 안에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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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LA County)

특징적

내용

▪화재 발생 시 당신이 불을 끄기 싫거나, 끄기 두렵거나, 어떻게 끌지 모를 경우, 현

장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든가 해당 층을 벗어날 것. 하지만 반드시 빌

딩관리부서에 즉시 화재상황을 알려서 그들이 화재에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함(대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으로 즉시 빠져나갈 것. 만약 1층에서 거리가 

멀 경우, 가장 가까운 피신층(refuge floor)으로 이동할 것. 피신층에는 ‘화재비상대

기지역’이라는 표시가 있음. 대략 20층마다 하나씩 피신층이 존재하는데, 이 층은 

자연환기가 되고, 화재에 강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음(홍콩)

국내 

매뉴얼 

유사

내용

▪재해 발생 시 지시를 잘 듣고 그에 따를 것(대만, 홍콩)

▪빌딩에서 지정한 탈출 경로를 잘 따를 것. 빌딩 관리자는 출구가 막히거나 하지 않

게 잘 관리해야 함(대만)

▪피난처가 어디인지 기억해야 함. 피난지역은 사람의 숫자를 세기 적합해야 함(대만)

▪연기를 빠져나가기: 젖은 천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입으로 공기를 흡입하는 것을 피

해야 함. 자세를 낮추고 땅에 붙어서 탈출지점으로 기어갈 것(홍콩)

▪사상자 탈출: 상대의 팔을 어깨로 감아 부축해서 탈출하거나 상대를 들어 올려 상

체를 목으로 감아서 탈출해야 함. 그밖에 업거나 아이나 경량 어른의 경우 두 팔로 

들어서 이송할 것(홍콩)

▪불에 둘러싸였을 경우: 환기가 되는 창이 열린 안전한 방으로 이동할 것. 방문을 

닫고 문 밑의 틈을 담요나 유사한 것으로 막아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창

문으로 가서 화재를 알리거나 신고할 것. 침착하게 있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면 안 

됨(홍콩)

▪옷에 불이 났을 경우 대처법: 뛰지 말 것. 바닥에 즉시 엎드린 후 구를 것(홍콩) 

▪끊어진 전선 근처에 접근하지 말 것

❙부록표 14❙ 고층빌딩 화재 관련 사전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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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New York)

홍수

특징적

내용
▪홍수 피해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사에 체크할 것(브램턴)

국내 

매뉴얼 

유사

내용

▪모임통(배수관을 막히게 하는 물질을 분리하는 통)에 잔해가 남아있는지 

체크(브램턴)

▪홍수 발생 시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것을 목격했거나 그런 소식을 들

었을 경우 고지대로 대피해야 한다(New York).

▪(a) 집에 있을 경우(싱가포르): 비상키트를 꺼내서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할 것. 

집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 생각되면 신고해서 즉시 높은 지대로 탈출. 

라디오를 들어서 당국의 안내에 따를 것. 물을 지나갈 때는 전기를 끄려 

시도하지 말 것. 전기기기와 물이 있는 방에는 들어가지 말 것(브램턴)

▪(b) 차에 있을 경우(싱가포르): 홍수신호를 잘 파악할 것. 바리케이드 주

변을 운전하지 말 것. 주행 중 급격히 수위가 증가할 경우 차에서 즉시 

나와서 고지대로 대피. 흐르는 물에서 걷지 말 것(New York). 물의 높이

가 15cm만 높아도 휩쓸릴 수 있음. 반드시 걸어야 한다면 스틱을 사용

해서 지반의 단단함을 확인하고 그나마 유속이 안정적인 곳을 걸을 것.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신고할 것

태풍

(싱가포

르)

특징적

내용

▪당국의 지시가 있으면 탈출하고, 그게 아니면 즉시 실내의 대피처를 찾기

▪창문이 깨지면 앞에 매트리스를 두고 무거운 가구를 배치

▪폭풍이 멈춘 것 같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됨. 잠시 고요해진 후 

다시 불 수 있음

국내 

매뉴얼 

유사

내용

▪아웃도어 아이템인 장난감, 자전거, 식물, 무거운 물체를 아파트 안으로 

들여오고 창문에서 멀리 배치. 모든 문과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서 창문 

유리 조각이 날리는 것을 최소화

▪만일의 사태를 위해 손전등과 구급키트를 준비할 것

▪전력이 나갔을 때 음식이 상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장고의 온도

를 최저로 조정

▪휴대용 라디오를 켜서 상황을 파악할 것. 가능하다면 아파트 내의 화재, 

전기, 가스 위험 등을 체크함

▪폭풍이 심해지면 아파트에서 가장 적게 외부 창문에 노출된 곳으로 이

동해서 눕거나 견고한 테이블 밑에 숨을 것

▪폭풍이 끝났다고 선언되면 각종 집기와 환경을 점검할 것. 심각한 부상

이 있다면 앰뷸런스를 부를 것

천둥･

번개

(New 

York)

특징적

내용

▪천둥이 심하게 칠 경우 즉시 실내로 대피해야 함. 즉시 실내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바깥으로 노출되는 면적을 최소화해야 

함.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 나무 밑에 대피하는 것도 위험

국내 

매뉴얼 

유사 내용

▪천둥, 번개가 칠 때는 금속이나 전기제품, 전화기를 만져서는 안 됨. 수

도관과 연결되어 있는 수도꼭지나 다른 수도 장치를 사용해서도 안 됨. 

번개가 칠 경우 전선이나 파이프를 만지면 감전이 될 수 있음

❙부록표 15❙ 풍수해 관련 사전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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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16❙ 재난 스트레스 관리 공통사항

재난 스트레스 관리 공통

(질병예방과 통제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재난 중

▪재난 중이나 이후에 스트레스, 근심, 슬픔, 걱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비상사태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라(London)

▪사람들은 비상상황에서 각기 다르게 반응하고 대응한다(London).

▪당신의 감정도 계속 변화한다.

▪당신의 느낌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라. 당신이 느끼고 반응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다(London)

▪다른 이들의 말을 듣고, 가족과 친구와 말하라(London)

▪재난 중 당신의 감정 건강을 돌보는 것을 보다 명료하게 생각하게 하고, 당신과 

당신 가족을 보호하는 긴급한 대응을 도울 것

▪재난 중에 스스로 케어하는 것은 당신의 장기적 치유에 도움을 줄 것

재난 후

(질병예방과 통제 센터. 미국)

▪아래의 공통적 스트레스 사인을 살펴봐라:

  - 쇼크, 마비, 불신의 느낌

  - 에너지나 행동 수준의 변화

  - 집중하는데 어려움

  - 식욕의 변화

  - 수면 문제

  - 악몽과 속상한 생각과 이미지

  - 근심이나 두려운 느낌

  - 두통, 통증, 배 아픔, 피부발진과 같은 신체반응

  - 만성건강 문제의 악화

  - 알콜, 담배, 기타 약물 사용의 변화

  - 분노 또는 급한 성격

  - 만약 당신이 이러한 느낌이나 감정을 여러 날 연속으로 경험할 경우, 그리고 이 

때문에 통상적인 일을 수행할 수 없다면 전문적 도움을 요청해야 함

  - 당신이 재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이 직접적으로 구조 

업무를 돕지 못했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오(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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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17❙ 심리와 관련한 재난 대응 단계

심리 관련 재난 대응 단계

(질병예방과 통제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정보를 파악해야 함: 만약 정보를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되면 더 스트레스 받고 걱정됨. 뉴스

를 볼 것. 그러나 위기 중에는 루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을 만한 정보 출처에 

의지할 것

▪몸을 살필 것: 균형잡힌 건강한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자고, 약물이나 알

코올을 피할 것

▪휴식을 취할 것: 긴장을 풀고 강한 감정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리마인드할 수 있게 시간

을 가질 것.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휴식을 가질 것. 위기에 대해 듣거나 반복적으로 

이미지들을 보는 것은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음. 평시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좋아하는 다

른 행동을 하려 해보고, 휴식 중간 중간에 새로운 소식을 체크할 것

▪청소와 복구 작업 같은 할 일이 많을 수 있지만, 과로하지 말고 휴식시간을 가져야 함(London)

▪다른 이들과 연결: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일상의 루틴을 유지하라. 당신이나 

가족에게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을 줄여라(LA). 당신의 고민이나 감정을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

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강한 지지체계를 구축하라(LA, London 공통). 재난키트를 정비하

고 가족재난계획을 업데이트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라. 이처럼 긍정적인 일을 하는 것은 편안

함을 줄 것(LA)

▪필요한 경우 도움을 청하라: 만약 여러 날이나 주 동안 스트레스가 당신 일상의 활동에 영향

을 준다면 종교인이나 카운슬러, 의사 또는 정부기관에 도움을 청할 것(LA, London 공통)

❙부록표 18❙ 임산부 재난 스트레스 관리

임산부 재난 스트레스 관리

(Committee on Health Care for Underserved Women 미국)

▪임산부나, 갓 태어난 아기, 유아들은 자연재해에서 더 크게 해를 입을 수 있음. 식량이나 깨끗

한 물과 같은 자원의 부족, 건강관리에의 접근 부족, 재난 이후 심리적 스트레스는 임신과 관

련된 병을 증가시킴. 태내발육지연비율이 높거나, 몸무게가 줄거나 머리 둘레가 작았음

▪한 연구에 따르면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세 번이상의 가혹한 트라우마가 생길법한 상황 예컨

대,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거나, 홍수 상태에서 물을 걷거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

한 여성들은 저체중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고, 조기분만도 증가함

▪그리고 재난 시 엄마와 유아의 분리는 모유수유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엄마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음

▪구체적인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은 일반인과 구별을 두지 않고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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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19❙ 영유아･청소년 재난 스트레스 관리

영유아･청소년 재난 스트레스 관리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미국)

▪영유아는 자동차 충돌이나 폭력 같은 트라우마를 일으킬만한 사건 이후 감정적 긴장에 대면할 수 있음

▪재난은 어린이들에게 장기적인 해로운 결과를 남길 수 있음. 어린이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 두

렵거나, 혼란스럽고, 걱정이 될 것 임

▪젊은이들은 트라우마에 어른과 다르게 대응. 어떤 이들은 즉시 대응을 보이고, 어떤 이들은 한참 후에 

반응을 보임

▪어른들은 언제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한지 항상 알 수 없음

▪여기에서 제공하는 팁은 부모나 보살피는 이, 선생님들이 공통적인 반응을 배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언제 도움을 줘야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줄 것

재난 중

혹은

재난 직후

▪아래에 언급된 반응들은 영유아가 사건 직후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있어 통상적으로 나오는 

것. 이 반응들이 2주에서 4주 이상 지속될 경우, 아니면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이 시간 이후

에 반응이 나타난다면, 이러한 아이들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함

미취학 

아동

0-5세

▪매우 어린 아이들은 낯선 이들이나 어두움, 괴물을 두려워할 수 있음. 취학 

전 아이들은 부모나 보살펴주는 이, 선생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하고, 안전하

다고 느끼는 곳에서 머물려고 함

▪아이들은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벌어진 일보다 과장된 이

야기를 말할 수 있음. 그리고 어떤 애들은 먹고 자는 습관이 바뀔 수도 있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나 통증을 경험할 수도 있음. 

▪아이들의 공격적 또는 내성적 행동, 과다활동, 발언의 어려움, 말 안듣는 것과 

같은 행동들도 주의를 기울이고 지켜봐야 함

0-2세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것을 이해 못함. 하지만 보살펴주는 이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알고 있음.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보살펴주는 이와 동일한 감정을 보이

기 시작할 수도 있고, 이유 없이 우는 것, 사람에게서 멀어지거나, 장난감과 

놀지 않는 것과 같은 상이한 행동을 할 수도 있음

3-5세
▪트라우마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음. 변화와 손실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함. 

보다 좋게 느끼기 위해서 주변 어른들에게 의존할 수 있음

아이에서 

청소년기

6-19세

▪보통 어린 아이들은 부모나 보살펴주는 이들로부터 보다 많은 관심을 원함. 

집에서 하던 일을 안 하거나 학교 일을 그만하려 할 수 있음. 어떤 아이들은 

그들이 가족에서 어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하거나 

책임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

재난 중

혹은

재난 직후

6-10세

▪학교가기를 두려워하거나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를 그만하려 할 수 있음. 집

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일을 잘 못함. 어떤 아이들은 분명한 이유 없

이 공격적으로 변함. 어떤 아이들은 부모나 돌봐주는 이에게 밥을 먹여달라

거나 옷을 입혀달라며 어리광을 피우기도 함

11-19세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신체적 감정적 변화를 경험함. 그래서 이 연령대 

아이들은 트라우마에 대처하는데 더 어려워함. 10대 후반 아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반응을 부정. 불안정할때도 그들은 “나는 괜찮아요”라고 하거나 침묵을 

지킴. 아니면 그들은 감정적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고통을 느낀다고 불평을 할지도 

모름. 어떤 아이들은 학교나 집에서 반항을 하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알콜이

나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에 연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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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20❙ 성인이 아이들의 회복을 돕는 방법

어떻게 부모나 아이돌보는 이들, 교사가 아이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을까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미국)

▪좋은 것은 아이들이 보통 잘 회복한다는 점. 대부분 아이들은 트라우마 이후 곧 좋은 상태로 

돌아옴. 주변 어른들이 잘 지원해준다면 아이들은 잘 지내고 회복할 수 있음. 도움의 가장 중

요한 방법은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고,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

게 하는 것

▪대화, 글, 그림, 노래를 통해 아이들에게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음. 대부분

의 아이들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함. 그들에게 말하게 해야 함.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슬픔, 불안정,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괜찮다고 말해야 함. 울음은 스트

레스와 슬픔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음. 주의를 기울이고 좋은 청자가 될 것

▪아이들과 재난 소식을 함께 접하고, 그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에만 소식을 접하게 할 것. 지나

치게 장시간 동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지 않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허락할 것

▪어른들은 아이들이 트라우마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보게 함으로써 도울 수 있음. 영

웅적 행동, 공동체에서 타인을 돕는 사람들이 좋은 사례임. 아이들은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트라우마나 재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음. 그들은 상처받았거나 집을 잃은 이들에게 위문편지

를 쓸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은 이에게 감사편지를 쓸 수도 있음. 이러한 행동을 북돋을 것

▪폭력이나 실수가 사건을 만들었다면, 문화적, 인종적 혹은 특정 종족 집단을 정신과적 장애가 

있다고 비난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이러한 사건은 아이들과 함께 차별이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음. 아이들이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들이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

▪아이들이 어른들이 슬퍼하거나 우는 것을 보는 것은 괜찮지만, 그들에게 극적인 감정을 보여

주지 않도록 할 것. 소리를 지르거나 가구나 벽을 때리거나 차는 것은 아이들에게 공포를 줌. 

폭력은 아이들을 더 놀라게 하고, 더 큰 트라우마로 이어지게 됨

▪스스로가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함.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 루틴을 정하고, 건강한 식사

를 하고, 충분히 자고, 운동하고, 심호흡을 할 것

재난 이후 주의사항

▪아이들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관련 활동을 하도록 압박을 주어서는 안 됨. 대부

분의 아이들은 쉽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놀랄 수 있음.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혹은 관련 그림을 보는 것 자체로 상처를 입음. 아이

들이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의 스트레스 사인을 지켜볼 것

재난 이후 아이들이나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과 이야기 하는 팁

미취학아동

(0-5세)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말로써 지지해줄 것

▪아이들을 안아주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트라우마가 아닌 아이들에 집중할 것

▪눈높이를 맞추어서 차분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줄 것

▪아이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돌봐주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돌봐줄 것이라고 말할 

것(그러면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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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부모나 아이돌보는 이들, 교사가 아이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을까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미국)

청소년기

까지의 아이

(6-19세)

▪무엇이 그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그들이 대처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지를 물을 것

▪좋은 말이나 혹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포옹도 가능함. 아니면 그냥 존재자

체만으로 그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함

▪평소보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 학교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올 때 

역시 중요함

▪하루 이틀 정도 트라우마를 입은 아이들에게 허드렛일을 시키지 말 것. 그 이후

에는 그들이 나이에 합당한 업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 그러면 그들은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 느낌

▪아이들이 친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돕거나, 글쓰기나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같도록 도울 것

▪아이들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도록 북돋을 것

▪당신 스스로의 트라우마를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할 것. 무언가를 때리는 것, 혼

자 있는 것, 떠나는 것, 아이들을 놀리는 것을 피할 것

▪아이들을 당신이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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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예시

❙부록표 21❙ 준비단계 재난 관리 체크리스트55)

번호 질 문 내 용 응답

1
공공장소 및 모든 취약지구에 위기 대응 매뉴얼이 보급되어 있

습니까?
□예 □아니오

2
경고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경고에 대해 설

명해 주었습니까?
□예 □아니오

3
조기 경보의 중요성과 조기 경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

습니까?
□예 □아니오

4 (성인지적 재난취약자들에게)탈출 경로에 대해 알려 주었습니까? □예 □아니오

5
여성과 어린이의 대피를 조정하기 위해 각 구역별 책임자를 지

정했습니까?
□예 □아니오

6
특별히 임신 및 수유부 여성과 어린이의 피난을 위한 교통수단

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7
사회문화적 규범 때문에 대피하기를 꺼려하는 여성들에 대한 

대피를 지원하는 훈련을 했습니까?
□예 □아니오

8
여성들이 스스로 적절한 대피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

록 교육했습니까?
□예 □아니오

1~8번까지 항목 중 “아니오”부분의 개수 (   개)

55) Baden et al. (1994). D'Cunha. (1997)의 준비 및 대피단계 내용 참고



184 ❙ 성인지 관점의 재난관리 매뉴얼 개발

❙부록표 22❙ 재난 취약자 선정 지표의 예(고령자)56)

번호 질 문 내 용 응답

1
버스나 지하철(전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혼자 외출할 수 있

습니까?
□예 □아니오

2
슈퍼마켓이나 동네가게에서 잘못이나 실수 없이 제대로 물건(생

필품)을 구입합니까?(주문배달은 제외)
□예 □아니오

3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서 예･적금 등의 금전관리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이웃이나 친구의 집에 방문하십니까? □예 □아니오

5 가족이나 친구에게 생활상의 문제에 대해 상담이나 조언을 해줍니까? □예 □아니오

6 계단을 올라갈 때, 손잡이나 벽을 짚지 않고 올라갑니까? □예 □아니오

7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남이 부축하지 않거나, 지팡이 없이도 일어

납니까?
□예 □아니오

8 15분정도(약1~2km정도) 쉬지 않고 걸어 다닙니까? □예 □아니오

9 지난 1년간에 넘어진 적(낙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 넘어지는 것(낙상)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큽니까? □예 □아니오

11 지난 6개월간 몸무게가 2~3kg 이상 빠졌습니까? □예 □아니오

12 체중/(신장＊2)가 18.5% 미만입니까? (BMI) □예 □아니오

13 지난 6개월 전에 비해 딱딱한 음식을 먹기가 어려워졌습니까? □예 □아니오

14 음료수나 국물을 드실 때 목이 멘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5 자주 입이 말라서 신경이 쓰입니까? □예 □아니오

16 1주일에 한번 이상 외출합니까? □예 □아니오

17 작년에 비해서 외출 횟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예 □아니오

18
주위사람이 ‘항상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는 등 건망증이 있다

는 말을 듣습니까?
□예 □아니오

19 혼자서 전화를 걸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20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최근 2주간) 매사에 의욕이 없다. □예 □아니오

22 (최근 2주간) 지금까지 즐겨왔던 취미가 싫증이 났다. □예 □아니오

23
(최근 2주간)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어려워져서 겁이 

난다.
□예 □아니오

24 (최근 2주간)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25 (최근 2주간) 아무 이유도 없이 피곤함을 느낀다. □예 □아니오

56) 최경식 (2013). �재난 취약계층 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국내외 사례분석과 정책적 대안제시를 바탕

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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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색 구조 팀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는가? □예 □아니오

2 남성과 여성의 특성에 맞는 각 각 다른 매뉴얼을 준비했는가? □예 □아니오

3
여성의 바깥 활동이나 노출 등을 금기시 하는 사회. 문화적 관습 등

에 부합하는 수색 구조 훈련을 실시했는가?
□예 □아니오

4

(수색 구조 팀)

*임신 여성의 응급 상황 시 대처를 위한 훈련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가?

*심신 장애인 및 여성 구출에 대한 훈련을 했는가?

*팀원 중 한 사람은 수화를 훈련하여 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5 의료 서비스를 위해 남성과 여성 직원 모두를 채용했는가? □예 □아니오

6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위한 상담실을 개별적으로 설치했는가? □예 □아니오

7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팀에는 여성 산부인과가 포함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8 (의료 상담 시) 부끄러워 하거나 두려워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예 □아니오

9
의료 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도보로 이동 할 수 있는 위치와 안전한 

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가?
□예 □아니오

10 의료서비스는 구호 캠프와 가까운 곳에 위치 해 있는가? □예 □아니오

11
의료시설의 오픈 시간은 여성의 가사시간과 어린이들이 편한 시간

을 고려 하였는가?
□예 □아니오

12
대피소와 보호소의 위치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배치했는가?
□예 □아니오

13
식수와 위생시설의 설계 및 유지보수에 여성과 남성이 다 같이 참

여했는가?
□예 □아니오

14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파악하여 활동에 적절한 공간을 제공했는가?

(특히 여성에 필요한 공간과 그와 관련된 사항은 여성에게 자문을 

구해야 함)

□예 □아니오

15
임시대피소에는 보호자가 없는 여성이나 사춘기 소녀나 심신장애 

여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하며, 그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가?
□예 □아니오

16 임시 대피소는 학교와 병원 근처에 구축되었는가? □예 □아니오

17
모든 임시 대피소에 한사람 당 필요한 적절한 최소 면적이 되는지

를 확인했는가?
□예 □아니오

18 임시 대피소의 시설은 여성을 배려한 여성 친화적인가? □예 □아니오

19
임시 대피소는 외부와의 이동이 쉽고 식수 및 관련 물자의 이동에 

편리한 위치에 있는가?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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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족쉼터에서 그들 가족이 쉽게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동 영역을 제공되었는가?
□예 □아니오

21 특히 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에 적절한 조명에 대한 조치가 있는가? □예 □아니오

22
임시 대피소에서는 가족과 가족사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파티션

이 충분히 제공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23
임시 대피소에서 여성과 어린 소녀들에게 직계 가족 구성원이 아닌 

남성과 숙박시설을 공유하는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예 □아니오

24
식수의 배급 방식 및 유지보수 절차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포함

한 여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예 □아니오

25 한 사람당 하루 15리터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예 □아니오

26 화장실의 디자인과 설치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다 고려했는가? □예 □아니오

27 남성 1개 화장실 대비 여성 3개의 화장실을 마련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28 속옷 및 위생 의류 전용 세탁 영역을 표시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29 여성들을 고려하여 공동목욕시설, 세탁시설, 화장실 등을 디자인했는가? □예 □아니오

30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 프로그램

을 마련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31
대피소의 물과 위생에 관한 위원회를 만들고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

을 여성에게 할당 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32
여성과 남성 모두 식수와 위생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훈련에 참여

했는가?
□예 □아니오

33
임시 대피소 근처 지역이나 안전한 구호 캠프 주변에서 식수를 찾

았는가?
□예 □아니오

34 물의 공급이 한정적이라면 여성에게 우선 사용의 배려를 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35 기타 부대시설은 중앙에 위치해 접근이 쉽고 조명이 잘 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36 목욕시설 내부에는 잠금장치와 문이 설치 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37 식료품에 대한 서비스 전에 남성과 여성의 필요량을 확인했는가? □예 □아니오

38 음식은 성별 균형이 맞는 팀을 통해 나누어 주었는가? □예 □아니오

39 식품 포장의 무게 관리 등은 여성에서 맞게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40
여성과 남성이 적극적으로 식량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의 설계, 구현, 

모니터링 및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고 확인하는가?
□예 □아니오

41 여성과 남성 아동 등 각 영역 별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가? □예 □아니오

42
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 별 권장 칼로리 섭취량을 알아 두

었는가?
□예 □아니오

43 시리얼, 펄스, 우유 등의 식품 재료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44
임신 및 수유 여성을 위한 영양가 있는 음식 재료의 키트와 안전한 

물 그리고 소독제를 준비해 두었는가?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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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음식 섭취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있는가?

예를 들어 기구를 사용한 음식 섭취 등).
□예 □아니오

46 영아에게 모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예 □아니오

47
유아와 가족을 위한 식량 지원 패키지에 모유를 대체 할 수 있는 

식품을 포함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48
모든 식품은 취급이 용이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공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49
의류는 여성, 남성, 영유아 등 성별과 나이에 맞게 그리고 기후조건

과 문화적 관행에 맞게 준비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50 여성의 속옷은 여성이 여성에게 배포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51
모성 보건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을 조력자로 이용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52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임산부나 산후의 여성의 경우에 대한 

배려를 하는가?
□예 □아니오

53
의료 종사자나 산부인과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확인해 

두었는가?
□예 □아니오

54 임신여성을 식별하여 배려하고 그들의 안전계획을 수립했는가? □예 □아니오

55
임신 중 합병증에 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되었는가?
□예 □아니오

56
수유가 중단된 수유부의 가슴의 모유응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는가?
□예 □아니오

57 정기적으로 생리 용품을 지급하는가? □예 □아니오

58 여성과 소녀들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한 위생 용품이 제공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59 뒤처리를 위한 소각로와 화장실을 준비되었는가? □예 □아니오

60 다양한 피임을 위한 방법이 손쉽게 제공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61
피임용품과 임신테스트 관련 된 것은 여성을 통해 전달되어지고 있

는가?
□예 □아니오

62
인지적 관점에서 정신 건강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63 중요한 경우에 대한 적절한 추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64
재해와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여성의 일반적인 심리적 반응을 

고려한 여성 지원이 준비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65
상담이 시작되기 전,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자의 사전 배경에 대해 

문의해 두었는가?
□예 □아니오

66 비밀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여성이 상담을 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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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여성의 경우 같은 여성일 때 감정적으로 더욱 편안함을 느낄 수 있

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신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는 여성과 

남성 상담원을 모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 하는가?

□예 □아니오

68 여성 스스로의 역량과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는가? □예 □아니오

69
상담 서비스는 특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과부, 낙태를 한 여성, 성 폭력 피해자)
□예 □아니오

70
여성이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등 주변의 사회적 지원네트워크를 통

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예 □아니오

71 대피소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72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 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73 남성과 여성 같이 순찰을 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74 남성과 여성이 함께 안전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75 여성에 대한 안전 지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배포했는가? □예 □아니오

76
위반사항에 대해서 여성들에게 즉각적으로 신고하도록 훈련을 실

시했는가?
□예 □아니오

77
여성 경찰관은 여성의 불만을 기록하고 여성의 권리 위반 사항을 

감시하도록 했는가?
□예 □아니오

78 밤 시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79
대피소의 보안조치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여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예 □아니오

80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

는 개인, 그룹 및 조직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존

중하고 지지하도록 노력했는가?

□예 □아니오

81 연령과 성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는가? □예 □아니오

82 캠프 관리와 경영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같이 참여시켰는가? □예 □아니오

83 구호 캠프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의견을 배려하는가? □예 □아니오

84 캠프 관리를 위한 여성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회의를 마련하는가? □예 □아니오

85
각 캠프마다 임신, 수유와 생리에 관한 여성들의 요구에 맞춘 대응 

체계가 있는지를 확인했는가?
□예 □아니오

86 구호키트의 구성 내용은 남성과 여성 모두 협의하여 만들었는가? □예 □아니오

87 남성과 여성이 같이 나누어주었는가? □예 □아니오

88
구호 활동에 관한 정보는 여성 관리자에게 남성과 같은 절차로 동

등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89 지역 사회와 함께 여성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있는가? □예 □아니오

90 정기적으로 학교 출석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91 캠프 생활의 위생과 청결에 중점으로 청소년을 교육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부록 ❙ 189

번호 질 문 내 용 응답

92
여학생들에게 위급 상황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영, 가라테, 

로프 등반 등과 같은 생존 능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93 스스로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직업 훈련을 하는가? □예 □아니오

94
미술, 음악 활동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의 기회를 만들고 활동

하는가?
□예 □아니오

95
창조적인 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동료나 친구 등과 다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가?
□예 □아니오

1~95번까지 항목 중 “아니오”부분의 개수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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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과 여성 모두가 소유한 모든 재산의 재정적 가치를 평가 했는가? 

(가구와 가전제품 포함)
□예 □아니오

2
기업의 경우, 기계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생산 인프라를 포함해서 피

해를 평가했는가? 
□예 □아니오

3 농작물일 경우 동물과 작물 등을 다 포함하여 피해를 평가했는가? □예 □아니오

4
간접 피해 규모의 산정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 의 평균을 통해 산정했

는가?
□예 □아니오

5
작은 소형 비즈니스의 경우 사업이 중단된 기간을 기초로 임시적으로 

손실을 평가했는가?
□예 □아니오

6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프로그램을 계획했는가? □예 □아니오

7 여성이 직면한 공통의 장애물을 해결할 프로그램을 계획했는가? □예 □아니오

8 남성과 여성의 성별 고정 관념을 깨는 생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가? □예 □아니오

9
지도 복구는 성인지적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서비

스가 담겨져 있는가?
□예 □아니오

10
장기 비전 계획을 준비하고 지역 사회의 남성과 여성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1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성인지적 관

점에서 여성과의 특별한 상호작용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12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후 재해 복구와 관련 계획과 의사 결정에 여성의 

참여와 결정에 대한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13
재해 이후 다중 위험에 대비하여 주택을 비롯한 모든 물리적 자산의 

소유권을 남편과 아내의 공동 명의로 해 두었는가?
□예 □아니오

14
지역사회를 위한 고용 생성 방법 및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 개선 활동

을 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5
지역경제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재건 및 

복구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6
독거여성과 미혼모 등과 같은 성인지적 재난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 

복구 프로그램을 마련했는가?
□예 □아니오

17
여성을 위한 공식적인 모임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재난 이

후 향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가?
□예 □아니오

1~17번까지 항목 중“아니오”부분의 개수 (   개)

58) IASC(2006) Chakrabarti and Walia(2009), Solomon et al.1987); Sekar et al.,(2005), Walia(2006), 

UNESCO(2006); Chakrabarti and Walia(2009), Mehta(2007), Walia(200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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