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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재난의 양상은 점점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과적

이고 적합한 재난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재

난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난 발생 이후 빠르게 그리고 더 낫

게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간 재난 자원봉사활동은 주로 재난관리 주기에서 재난 발생 

이후의 대응 및 복구의 관점으로 접근되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재난관리에서 보

다 중요한 시기는 재난 발생 이전의 예방단계일 수 있으며, 상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예방중심 재난관리 및 재난 자원봉사활동의 관점은 효과적인 재난관리

가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으로는 불충분하고 지역주민들의 상시적 참여와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그간 한국의 자원봉사섹터에서 주로 논의해 온 대응･
복구 중심 자원봉사관리에서 시각을 넓혀 재난발생 이전에 상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가, 특히 예방단계에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해 

보고자하는 시도입니다. 본 연구가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난

예방활동에 기여하길 바라며, 예방에서 복구에 이르는 전반적인 재난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안 승 화





Contents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 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재난관리와 자원봉사 ··············································································· 9

1. 재난의 개념과 현대사회의 재난 ······························································ 9

2. 재난관리와 재난관리주기 ······································································· 11

3. 재난관리 자원봉사활동 ·········································································· 14

제2절 재난예방과 지역사회 회복력 ································································· 16

1. 회복력의 개념 ························································································ 16

2. 예방 중심 지역사회 회복력 측정 ·························································· 18

제3장 예방 중심 자원봉사활동 모델링

제1절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별 자원봉사활동 인식 조사 ······························· 31

1. 조사 및 측정 방법 ················································································· 31

2. 자원봉사자 대상 인식조사(기여도) 결과 분석 ······································· 34

3. 자원봉사자 대상 인식조사(참여의향) 결과 분석 ···································· 50

4. 예방 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1차 모델링 ·············································· 53

제2절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별 전문가 가중치 조사 ······································ 58

1. 조사 및 측정 방법 ················································································· 58

2.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가중치) 결과 분석 ·············································· 59

3. 예방 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2차 모델링 ·············································· 74

제3절 예방 중심 재난관리 일감발굴 및 사례 ················································· 81

1. 자원봉사자 대상 일감발굴 그룹인터뷰 ·················································· 81

2. 예방중심 재난관리 시민참여 사례 조사 ·············································· 101



Contents 목차

제4장 결 론

제1절 예방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활동 시행방안 ········································ 121

1. 예방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 추진체계 ················································ 121

2. 추진방향과 실행절차 ············································································ 123

제2절 본 연구의 시사점 ················································································ 125

참고문헌 ··································································································· 128

부 록

자원봉사자설문조사 ························································································ 135

전문가가중치조사 ··························································································· 139



Contents 표목차

<표1> 분류 기준에 따른 재난의 종류 ········································································· 10

<표2> 재난관리모델(CEM) 구조 ··················································································· 12

<표3> 회복력(resilience) 여러 개념들 ········································································· 18

<표4> NRC의 회복력 개념 구조 ·················································································· 20

<표5> Rockfeller Foundation･ARUP의 회복력 개념 구조 ·········································· 20

<표6> 회복력의 7가지 특성(quality) ············································································ 27

<표7> 측정지표의 구성(4개 영역, 12개 목표영역, 50개 세부항목) ··························· 33

<표8> 회복력 영역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 35

<표9> 보건복지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 37

<표10> 경제사회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 39

<표11> 인프라･생태계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 41

<표12> 리더십･전략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 43

<표13> 회복력 목표영역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 45

<표14> 회복력 목표영역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내림차순) ··········· 46

<표15> 회복력 세부항목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내림차순) ······························· 47

<표16> 회복력 세부항목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5점척도 원점수, 내림차순) ········· 50

<표17> 회복력 세부항목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와 참여의향 간 차이 분석 ·············· 55

<표18> 회복력 세부항목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전문가 가중치 ······························· 59

<표19>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전문가 가중치 적용 결과 ············································· 62

<표20> 회복력 영역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자원봉사자) ········································ 66

<표21> 지역사회 회복력 세부항목 자원봉사활동 기여도(가중치 적용, 상위20위) ····· 70

<표22> 지역사회 회복력 세부항목 자원봉사활동 기여도(가중치 적용) ······················ 71

<표23>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일감 분포 ··························································· 83

<표24>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일감 우선순위 과제 ············································ 84

<표25> 회복력 영역별 자원봉사활동 일감 발굴(현행,향후,우선과제) ·························· 93



Contents 그림목차

[그림1] 재난관리의 4단계 ··························································································· 13

[그림2] CRI 연구도시와 검증도시 분포 ······································································ 22

[그림3] 지역사회 회복력 개념의 구조(4D7Q 모델) ···················································· 23

[그림4] CRI 구조 (4차원, 12목표, 52세부항목) ························································· 26

[그림5] 회복력 영역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 35

[그림6] 보건복지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 36

[그림7] 보건복지-취약성 최소화 목표영역 항목별 인식(자원봉사자) ························· 37

[그림8] 경제사회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 38

[그림9] 사회경제-정체성･상호지원 목표영역 항목별 인식(자원봉사자) ····················· 39

[그림10] 인프라･생태계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 40

[그림11] 사회경제-정체성･상호지원 목표영역 항목별 인식(자원봉사자) ··················· 41

[그림12] 리더십･전략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 42

[그림13] 리더십･전략-리더십관리 목표영역 항목별 인식(자원봉사자) ······················· 43

[그림14] 회복력 목표영역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 45

[그림15] 회복력 세부항목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LSM정규화지수) ·················· 49

[그림16] 회복력 세부항목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LSM정규화지수) ······················· 52

[그림17]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링(1차) ······················································ 54

[그림18] 가중치를 적용한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 61

[그림19] 자원봉사자 인식과 가중치 적용 결과 비교(회복력 차원 수준) ··················· 64

[그림20] 자원봉사자 인식과 가중치 적용 결과 비교 (보건복지 영역) ······················· 67

[그림21] 자원봉사자 인식과 가중치 적용 결과 비교(경제사회 영역) ························· 68

[그림22] 자원봉사자 인식과 가중치 적용 결과 비교(인프라생태계 영역) ·················· 68

[그림23] 자원봉사자 인식과 가중치 적용 결과 비교(리더십전략 영역) ····················· 69

[그림24]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가중치 적용 결과(세부항목) ······································· 73

[그림25]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링 (1차) ···················································· 74

[그림26]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링 (2차) ···················································· 75



Contents 그림목차

[그림27]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 개요 ························································· 76

[그림28]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의 전체구조 ·············································· 77

[그림29]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우선순위 세부영역(보건복지) ··························· 78

[그림30]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우선순위 세부영역(경제사회) ··························· 78

[그림31]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우선순위 세부영역(인프라생태계) ···················· 79

[그림32]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우선순위 세부영역(리더십관리) ······················· 79

[그림33]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 구조와 내용 ············································ 80

[그림34]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추진체계 ························································ 122





요약

i

차원 차원별 목표

보건 & 웰빙

Health & Well-being

삶의 취약성을 최소화

생계 및 고용의 다양화

건강과 생명의 보호

경제 & 사회

Economy & Society

지속가능한 경제

법치와 안전

정체성 형성과 상호 지원 체계

인프라 & 생태계

Infrastructure & 

Ecosystem

이동･통신수단의 적합한 구비

핵심 서비스 제공

위험 최소화

리더십 & 전략

Leadership & Strategy

효과적인 리더십 관리

이해관계자 역량강화

통합적인 지역개발 계획

요 약

◯ 지역사회 회복력 개념 및 측정도구

  - 4차원-12목표영역-52세부항목 으로 이루어진 Rockfeller Foundation･
ARUP의 도시회복력지수(City Resilience Index: Understanding and 

Measuring Resilience. 이하, CRI)에 기반하여 예방중심 자원봉사활동 모

델을 개발함.

◯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 

  - Rockfeller Foundation･ARUP(2016)의 CRI에 따라,

  - 1차 모델링 : 자원봉사자 대상 설문조사. 회복력 영역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대비 참여도 저조 예상 영역 파악(13개의 CRI 세부항목 발견). A/B영역 구분이 

이루어짐. 자율적 활동에 맡겼을 때 충분히 자원봉사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영역(B영역)과 비활성화(저개발) 영역(A영역)으로 구분함. 

  - 2차 모델링 : 전문가 가중치 조사 후 1차 모델링에 적용. 1차 모델링 결과(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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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문가 가중치 적용 결과 자원봉사자 인식 대비 자원봉사 기여도 더 높게 평

가된 세부영역 4가지 추가(A-2). A영역의 세분화가 이루어짐(A-1/A-2).

B영역

(가장 바깥 동심원)

A-2영역

(바깥에서 두 번째 동심원)

A-1영역

(바깥에서 세 번째 동심원)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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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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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안전 지역사회 치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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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일감 발굴 

 - 자율적 자원봉사활동 상태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덜 활성화될 우려가 큰 

A-1, A-2 영역에 대해서만 실행하였음. 이는 일감을 현장에 제공함(=프로

그램 개입)으로써 지역사회 회복력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자원봉사개발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임

 - 일감발굴 결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1차)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내부직원

(2차) 대상 워크샵 및 FGI 실행함. 1차 FGI 결과 총 70개의 일감이 발굴

되었으며, 16개 우선순위 과제가 도출됨. 2차 내부 FGI 결과 31개 정책

적 우선순위 과제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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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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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전략

효과적인
리더십
관리

정부의 재난응급체계 보완

 재난재해 매뉴얼 공유 및 정보제공

 재난 발생시 대피시설 홍보 

 주말 공휴일 긴급구호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역량강화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

 유치원부터 재난교육 실시

 평생학습 연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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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동/주민자치회/사회단체/재난대응

단체/직능단체/동아리 등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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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유형과 추진단계가 

제안됨.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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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재난재해 자원봉사는 그간 예방 및 대비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주로 대응 및 복구 중심으로 접근되는 경향이 강했음(국민안전처, 

2016;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16; 정순둘, 2008; 충남자원봉사센터, 

2016;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2･2014).

- 이와 더불어 재난관리 패러다임이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력으로 변화되

어감에 따라 위기나 위험 발생 이후의 대응과 당장의 복구에서 시각을 

넓혀 장기적인 회복 및 사전 예방에 효과적인 지역사회의 상시적 상태

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확장되고 있음.

- 이러한 재난관리 방식의 변화는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그간 해오던 전통

적 활동에 덧붙여 이러한 현대 도시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위험관리 

주기 전반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Childs, 2008; Fitzpatrick 

& Molloy, 2014; McLennan et al., 2016). 

- 이러한 맥락에서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개념은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재난관리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서의 상시적인 지속

가능한 공동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O’Rourke, 

2007). 또한 재난재해 관리 주기의 속성과 과정별 핵심내용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실용적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음(하수정 외, 2014).

-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이 재난관리 예방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회복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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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적실한 이해는 미비한 실정

임. 이에 예방 중심 재난관리 및 재난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정책 의사결정이 참고할 수 있는 근거기반적 연구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과연 어떠한 활동들이 예방･대비 단계에서 이루어져

야하고 실행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인가를 고찰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난에 대한 예방적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

역사회 회복력’ 개념에 근거하여 1)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2) ‘예방대비 단계에서의 재난 자원봉사활동 일감’

을 발굴하고자 함.

- 본 연구가 실행하고자 하는 예방중심 자원봉사 모델링과 일감 도출 작

업은 서울시센터, 서울시 자치구 센터, 서울지역 유관 단체 및 지역공동

체에서 향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사회 회복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할 때 근거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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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 본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 예방중심 재난 자원봉사활동 모델링, 도출한 

모델에 근거한 자원봉사활동 일감 발굴 세 부분으로 나뉨.

○ 문헌검토는 일반적인 재난관리와 재난영역 자원봉사활동 논의를 검토

하는 부분과 재난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 회복력 개념을 고찰

하고 이에 대한 측정 방식에 대한 검토 과정에 해당함. 특히 지역사

회 회복력 측정방식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본 연

구가 목표하는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 도출에 기반이 되는 

적절한 측정을 모색하게 될 것임. 이상의 작업은 본 연구 제2장에 해

당하는 내용을 구성하게 될 것임.

○ 예방중심 재난 자원봉사활동 모델링은 1차 모델링과 2차 모델링이라

는 두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각 현장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그리

고 재난 및 자원봉사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자료 수집을 

통해 근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임. 1차 모델링과 2차 모델링은 모두 앞

서 문헌검토에서 검토한 결과 선택하게 될 지역사회 회복력 측정도구

(지수) 및 개념구조에 근거하여 진행할 예정임. 해당 작업은 본 연구

의 제3장의 제1절과 제2절에 해당함.

○ 예방중심 재난 자원봉사활동 일감 발굴은 1차 모델링과 2차 모델링 

결과 도출될 예방중심 재난 자원봉사활동 모델에 따라 발굴 영역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현재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어떠

한 활동이 더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될 것임.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실

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룹인터뷰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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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지역사회 회복력 차원별 사례 조사를 병행하

고자 함.

 - 이러한 연구 절차를 거쳐 본 연구가 산출할 결과물은 ‘예방중심 재난

자원봉사활동 모델’과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일감 리스트’가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마지막으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논의하게 될 

것임.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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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재 난 관 리 와  자 원 봉 사

제 2절   지 역 사 회  회 복 력 과  재 난  예 방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재난관리와 자원봉사

1. 재난의 개념과 현대사회의 재난

- 사전적 의미에서 재난(disaster)은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 또는 천

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생긴 불행한 사고’(송영창, 2014에서 재인용)를 의미함. 

- UN(2009)은 재난을 ‘공동체와 사회의 대응 능력을 초과하여 인적, 물질적, 

경제적, 환경적 손실을 가져오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공동체･사회의 기능 

붕괴’라고 정의하고 있음(The National Academy, 2015에서 재인용).

- 오늘날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재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어디에

나 존재하면서, 우연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주로 자연의 변덕에 의한 일회

적 사건’으로서 재난을 바라보는 단선적 관점 이상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재난은 재난이라는 현상을 둘러싼 여러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나쁜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재난이 될 수도 있으며(은재호, 

2016: 17), 재난은 근대성의 한계로부터 나타나는 현대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보여주는 복합적 현상(울리히 백, 2006; 양천수, 2015; 박진우, 

2015)이라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재난에 대한 이해는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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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분 류

재난의 원인 자연재난/인위재난(사회적 재난)

재난 발생 장소 육상재해/해상재해, 광역재해/국가재해

피해 속도 만성재해/급성재해

재난의 규모 개인재해/사회적 재해

- 이러한 재난의 개념과 이해에 대한 변화는 과거의 재난과 다른 오늘날의 

재난의 특성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체로 재난은 재난의 원인, 

재난 발생 장소, 재난 피해 속도, 재난의 규모에 따라 분류되고 있음(송영

창, 2012:2-4). 

-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대 재난

의 특징임. 이는 점차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산업화가 심화되며 우리가 

사는 공간의 많은 부분이 더 도시화되면서 나타난 재난의 유형의 복잡성

과 재난 규모의 증가 때문임(송영창, 2012:5). 

<표1> 분류 기준에 따른 재난의 종류

 자료: 송영창(2012:2-5)

- 송영창(2012:2-8)에 따르면 오늘날의 재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음.

 위험의 불확실성 : 어떤 위험이 어떤 재해로 연결될지, 언제 어디서, 누

구에게 얼마나 큰 피해로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고, 복잡한 기술사회로

의 이행은 위험의 불확실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음

 재난재해의 복잡성 : 재난의 강도, 규모, 최초 재난으로부터 발생된 다른 

재난의 발생하며 재난 상황은 복잡성이 증대, 재난 발생 후 대응을 위한 

기관들 간의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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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의 원인･결과의 상호작용성 : 재난 발생 원인이 단일하지 않고 결과 

또한 단일한 피해로 나타나지 않으며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연쇄

반응을 일으킴.

- 이렇듯 현대의 재난은 재난 발생의 원인과 메커니즘은 일방적으로 자연재

난이나 인위적 재난 어느 한쪽만으로는 규정될 수 없고 복합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박진우, 2015). 

- 한편, Pantti 외(2012)는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해(홍수, 호우, 해일, 허리

케인, 가뭄, 지진, 화산폭발 등), 기술적･산업적 사고(산업 재해, 대형 화

재 등), 정치적 위기･갈등(전쟁, 테러, 내전 등), 장기적 시스템의 실패(빈

곤, 인권침해 등)로 나눈 바 있으나, 이 역시 재난의 유형별 혹은 재난 

발생의 개별 사건 각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자연재

난이나 인위적 재난 어느 한쪽만으로는 규정될 수 없고 복합적 양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이해를 강조하고 있음.

- 이는 특히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이를 통해 점차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확대되면서 자연환경과 사회체계의 영역 구분이 모호해지

는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양천수, 2015). 

- 또한 200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재난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재난의 

규모와 복잡성이 더해지면서 현대의 재난은 신종 복합재난으로 다각화되

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윤선희 외, 2015). 

2. 재난관리와 재난관리주기

- 재난 관리란 여러 재난을 사전･사후에 걸쳐 관리하는 것으로서 ‘재난의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완화,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해 정책을 개

발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함(성기환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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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며, 재난이 발생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이

로 인한 물리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래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임(McLoughlin, 1985).

- 여러 나라에서 재난관리자 및 연구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재난관리모델은 

‘총체적 재난관리 모델(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 CEM)’임. 

- CEM 재난관리 모델의 특징은 재난관리를 재난발생 시점과 관리시기를 기준

으로 하여 네 단계로 나누고 이 단계들의 순환성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임.

- 재난관리의 네 단계는 재난의 생애주기와 맞물려 있으며, 예방(완화)-대비

(계획)-대응-복구로 나뉘고 있음(Petak et al., 2012). 

- 각 단계들은 분절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며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재난관리의 각 단계들은 다음 단계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네 단

계의 재난관리가 통합되고 서로 유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재난관리

의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여겨짐.

<표2> 재난관리모델(CEM) 구조

사전적 단계 사후적 단계

예방
(prevention & 

mitigation)

대비
(preparedness & 

planning)

대응
(response)

복구
(recovery)

장기적 관점에서 

위험에 대비

재난 발생시 

대응능력 개발

재난발생 직후 

인명이나 재산피해 

최소화하는 조치

재난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출처: McLoughlin(1985)에서 재구성.

  - 예방(prevention & mitigation) 단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난 위험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상시적인 일련의 재난 예방과 위험 완화의 활동을 하는 단

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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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비(preparedness & planning) 단계는 재난 발생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지의 대응능력을 개발하는 단계임.

  - 대응(response) 단계는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직후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행해지는 단계임.

  - 복구(recovery) 단계는 재난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이루어지

고 난 후 재난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

에 해당함.

[그림1] 재난관리의 4단계

- 재난관리 주기에서 예방과 대비 시기는 공통적으로 재난발생 이전 사전

적 준비 단계에 해당하지만, 예방과 대비는 각각 시기적으로 다른 준비

의 요건들을 함의하고 있음. 재난 예방은 재난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재난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

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 정도를 감소시키려는 장기적인 활동과 이러

한 활동을 기획, 결정, 집행함(Pedak, 1985; 이정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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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재난관리 최초 단계인 예방단계는 마지막 복구단계에서의 활동과 결

과, 경험들이 환류되면서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재난관리를 실행하다는 측면

에서 중요성이 큼.

- 예방 단계에서의 활동은 이후 따라오는 일련의 재난관리 단계들에 연결성을 

갖게 되는데, 위험성 분석이나 재난지도 작성, 재난을 예방하는 일련의 제

도적 정비를 포함하게 됨.

- 특히 이러한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는 위기나 위험 발생 이후의 대응

과 당장의 복구, 장기적인 회복에 효과적인 지역사회의 상시적 상태가 어

떠해야 하는가의 성찰로 이어지고 있음.

3. 재난관리 자원봉사활동

- 재난재해 자원봉사는 그간 예방 및 대비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주로 대응 및 복구 중심으로 접근되는 경향이 강했음(국민안전처, 2016;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16; 정순둘, 2008; 충남자원봉사센터, 2016; 한

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2･2014).

-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리 패러다임이 명령․통제, 신공공관리, 

협력적 거버넌스로 변화함에 따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 모든 

주기에서의 지역사회의 역할과 효과적인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됨(Kapucu, 2008; 김은성․정지범․안혁근, 2009; 이영희, 2014; 이

명석 외, 2008). 

- 이러한 재난관리 방식의 변화는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그간 해오던 전통

적 활동에 덧붙여 이러한 현대 도시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위험관리 

주기 전반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Childs, 2008; Fitzpatrick & 

Molloy, 2014; McLenna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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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자원봉사의 정의와 실천 양식이 변화하고 있는데(Hustinx et 

al., 2010; Rochester at al., 2010; Whittaker et al., 2015), 이러한 

변화는 자원봉사를 둘러싼 노동의 패턴, 생활양식, 인구 변화, 이민, 고령

화, 지역사회 분절 등은 새로운 자원봉사 활동의 양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

문임. 그 중 재난재해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로부터 

유의한 도전을 받고 있음(Commonwealth of Australia, 2012).

- 지금까지 이루어진 재난관리 맥락에서의 자원봉사 연구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파악해볼 수 있음.

- 첫째, 주로 재난 발생 사후 대응･복구의 관점에서 자원봉사활동 사례를 제

시하고 분석함(UNV, 2010; 박재묵･이정림, 2009･2010; 주성수, 2016). 

- 둘째, 사후적인 재난재해 관리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활용, 민관협력에 대

한 정책 및 실행체계를 제안하는 연구들이 존재함(성기환･한승환, 

2008; 정순돌, 2008). 

- 셋째, 예방･대비 관리를 포함하는 재난재해 자원봉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있음(양기근, 2009; 이명석 외, 2008; 이영희, 

2014; McLennan et al., 2016).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재난재해 자원봉사 연구들 역시 현장의 실천과 

유사하게 주로 재난관리 주기에서 대응･복구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봉사

에 접근하는 경향이 강함. 

-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 회복력(resilience)’ 개념을 재난재해 자원봉사

에 적용함으로써 모든 재난관리 주기를 아우르되 그간 충분히 주목되지 

않았던 상시적 재난관리활동에 해당하는 ‘예방’ 단계를 중심으로 재난재

해 자원봉사활동을 구조화해보고자 함.

-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 회복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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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적실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구

체적인 사업 및 정책 제안은 미비한 상황임.

- 본 연구는 예방 중심 재난재해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여러 분야 중 하나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회복력이라는 

거시적 접근을 통해 일상의 자원봉사활동 전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

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제2절 지역사회 회복력과 재난 예방

1. 회복력의 개념

-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개념은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재

난관리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서의 상시적인 지속가능한 공동체라

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O’Rourke, 2007). 또한 재난

재해 관리 주기의 속성과 과정별 핵심내용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실용

적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음(하수정 외, 2014).

- ‘회복력(resilience)’이란 주요하게 생태학, 발달심리학, 재난연구 세 영역

에서 발전해온 개념으로서(Masten, 2010), 가장 먼저 회복력을 다루기 

시작한 생태학에서의 회복력은 생태계가 갖는 하나의 시스템적 특성, 

즉, 생태학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체계가 갖

는 적응력 및 유연성으로 파악되었음.

- 특히 생태계에서의 회복력 개념은 자연적 혹은 인위적 원인에 의해 야

기된 자연 생태계 내 변수들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이에 직면한 자연 

시스템이 어떻게 지속성을 유지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제안되었음

(Holling, 19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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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회복력은 소요(perturbation) 사건에 뒤따르는 평형(equilibrium) 

혹은 항상적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을 의미함. 이러한 항상성으로서

의 회복력의 의미는 물리학이나 공학에서 사용되는 정의로서 ‘공학적 회

복력(탄성)(engineering resilience)’라고도 불리움.

   - 둘째, 회복력은 소요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재조직하는 시스템의 역량으

로서 변화를 겪는 동안 여전히 동일한 기능, 구조, 정체성, 환류를 보유

하게 하는 속성을 가짐.

   - 특히 두 번째 회복력의 속성은 시스템이 기존 체계로 그대로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소요를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구조와 상황을 기존에 결합

시킴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방식으로 기존 시스템을 쇄신시켜 

나감을 의미하며, 이러한 회복력의 속성은 이후 사회 회복력에서도 중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Folke, 2006:259).

   - 회복력은 단지 자연적 생태계의 특성만이 아니라 점차 사회적 관계 및 

사회 전체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강조되어 왔음. 이에 회복력

에 상응하는 전체 자연 생태 시스템의 근본적 요소들이 사회 내에도 존

재하며 이러한 사회 회복력의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 

인식되기 시작하였음(Adger et al., 2001).

   - Hall과 Lamont(2013:2-23)에 따르면, 국가, 지역, 인종, 계급, 조직에 

함께 소속된 다양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녕(well-being)에 대한 도전

에 맞닥뜨려 자신이 속한 사회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의 역

량을 발휘하며 개인들은 이를 위해 유연한 방식으로 새로운 환경과 타

협(조절)해 나갈 수 있다고 봄. 이것을 가능케 하는 제도와 문화의 상호

작용을 회복력이라고 파악하였음.

   - 재난관리 영역에서의 회복력은 여러 연구들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기술

되고 적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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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의 개념 출처

재난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기 위한 지역사회 회복력은 다면적 

특성을 가지며, 그 중 (지역)사회 회복력은 일반적인 회복력 개념의 네 

요소인 강건성(robustness), 가외성(redundancy), 

자원동원(resourcefulness), 기민성(rapidity)에 대해 고유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존재함

O’Rourke

(2007:27) 

더 심화되는 위험을 예상하고 줄이기 위한 적응 역량(adaptive 

capacity)

Kasperson et al. 

(1995)

변화와 소요를 습수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능력 혹은 그것이 가능한 

시스템의 항상성
Holling(1973:14)

새로운 조건에 맞닥드렸을 때 시스템의 유연성 혹은 적응 역량은 핵심이 

되며, 이러한 시스템 유연성과 적응 역량은 회복력의 핵심 요소들이 됨. 이 

때 적응 역량은 다양성을 통해 제고할 수 있으며, 가능한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스펙트럼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해짐.

Hufschmidt

(2011: 626)

위험으로부터의 영향을 줄이고, 예방하고, 대비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적응•회복해가는 시스템의 능력으로, 시스템 고유의 기본 구조와 

기능을 유지•회복•증진시키는 것을 포함함. 

UN(2013:13)

재난재해에 대한 회복력은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시민들에 의해 주도되는 

형태로 상향식 과정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이 최근 증가하는 

국제적인 인식 변화임.

UNV

(2011:23)

<표3> 회복력(resilience) 여러 개념들

2. 지역사회 회복력 측정

1) 회복력 측정의 다양한 접근과 도시회복력지수

- 재난관리 영역에서의 회복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복력의 주요 차원과 요

소는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하여 재난 정책 및 관리에 적용할 것인가가 다

양한 접근으로 개발･연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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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들은 지역의 다양한 자산 혹은 시스템, 인공 인프라, 자연 환경 그리고 

지역 혹은 도시 관리 및 인간 행동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National 

Research Council, 2015). 

- 그 중 대부분은 회복력을 자산 기반으로 접근했는데, 주로 물리적 자산 개

념에 초점을 맞춤. 문화, 지식, 사회네트워크와 같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가시적 자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음(Arup, 2014). 

- 한편, 시스템 기반 접근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리적 조건만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이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

서 자산 기반 접근보다 확장적이나 시스템의 범위를 특정 지역 범위(예를 

들면, 특정 도시)로 한정짓는 경향이 있어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섹

터와 지역 간의 관계성을 보기 힘든 한계가 여전히 존재함(Allan & 

Bryant, 2011:43).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회복력 측정의 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 미국

의 전미연구평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RC)1)가 구조화한 ‘지역

사회 회복력 측정’(NRC, 2017)과 록펠러재단과 ARUP이 공동개발한 ‘도시

회복력지수’(Rockfeller Foundation･ARUP, 2016)가 있음.

- 예를 들어, 전미연구평의회의 지역사회 회복력 측정은 사회적, 인적, 경제

적, 물리적, 자연, 거버넌스 환경이라는 여섯 개 차원으로 회복력 개념을 

확장적으로 구조화하고 있음.

1) 전미연구평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1916년 창설)는 미국의 전미과학･공
학･의학한림원의 집행기구로서 한림원의 수행하는 연구 대부분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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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하위 요인

사회적 환경

social/welness environment

주민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역량

(사회적 관계, 소통, 공식･비공식 제도들)

인적 환경

human environment

사람들의 기술, 지식, 노동, 건강의 총합

(교육, 노동, 보건 등)

경제적 환경

financial/economic environment

소득원의 다양성･수준,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및 

부의 형성에 기여하는 재정원에 대한 접근

(금융 시스템･서비스, 고용의 기회)

물리적 환경

physical-built environment

기존에 설계되고 구조화된 환경

(도로, 전력, 수자원 등 핵심 인프라 및 구조물)

자연 환경

natural environment

자연 자원, 인간에 의하지 않은 구조물, 생태계 관련 서비스 

(부식･침식, 폭풍, 홍수 대비)

거버넌스 환경

governance/leadership environment

리더십, 거버넌스, 권력･권한

(정책, 지침, 규제에 대한 영향력)

차원 차원별 목표

보건 & 웰빙

Health & Well-being

인간 삶의 취약성의 최소화

생계 및 고용의 다양화

건강 및 생명의 효과적 보호

경제 & 사회

Economy & Society

경제의 지속가능화

전반적인 법치와 안전

공통의 정체성 형성과 상호 지원 체계

<표4> NRC의 회복력 개념 구조

 자료: NRC(2017: 2). Measures of community resilience for local decision makers: Preceedings of a 

workshop. US: The National Academy.

- 한편, Rockfeller Foundation･ARUP(2016) 역시 기존 회복력 개념 조작화의 

한계 극복을 시도하며, 회복력의 측정을 위해 회복력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

조화하고 있음. 

<표5> Rockfeller Foundation･ARUP의 회복력 개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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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차원별 목표

인프라 & 생태계

Infrastructure & Ecosystem

이동･통신수단의 적합한 구비

핵심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위험에 대한 노출 최소화

리더십 & 전략

Leadership & Strategy

효과적인 리더십과 관리

이해관계자 임파워먼트

통합적인 개발 계획

 자료: ARUP(2016). Inside CRI : Reference Guide. The Rockefeller Foundation & ARUP

- 본 연구는 이 중 Rockfeller Foundation･ARUP이 개발한 도시회복력지수

(City Resilience Index: Understanding and Measuring Resilience. 이하, 

CRI)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이는 첫째, Rockfeller Foundation･ARUP(2016)의 회복력 개념의 특징은 전

통적인 자산 기반 접근, 시스템 기반 접근과 함께 이들이 담아내지 못했던, 인

간 행동을 결정하는 여러 시스템 간 상호작용과 시스템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며,

- 둘째,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회복력 개념의 종합적이고 통합

적인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다고 평가됨.

- 셋째, 또한 Rockfeller Foundation･ARUP(2016)는 단지 개념적이고 이론적 

접근을 통해 회복력 측정 도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회복력 현상을 구조화하는 과정도 거쳤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됨. 

- 측정도구 개발과 검증을 위해 Rockfeller Foundation･ARUP(2016)에서는 1

차적으로 6개 도시가 선택되었으며, 컬럼비아의 칼리, 미국의 뉴올리언스, 남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인도의 수라트, 인도네시아의 세마랑이 이에 해당함. 

사례의 선택은 최근 갑작스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던 곳이거나 주기적인 재난이

나 위험에 노출된 지역이면서 사례들이 세계적으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

록 지역 다양성 요소를 고려하였음(Rockfeller Foundation･ARUP, 2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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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 연구에 참여한 도시들은 북아메리카 지역의 시애

틀, 디트로이트, 뉴욕, 남아메리카 칼리, 퀴토, 리마, 사오폴로, 리오데자네이

로,  유럽지역의 마드리드, 아프리카의 브라자빌, 캄팔라, 아르에스살람, 중동

의 도하, 두바이, 아시아의 쳉두, 상하이, 호치민씨티, 오세아니아 지역의 멜버

른임(Rockfeller Foundation･ARUP, 2016:16).

- 현재 Rockfeller Foundation･ARUP은 개발된 CRI를 여러 도시에 계속해서 

적용하여 해당 측정도구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영국의 리

버풀, 아르헨티나의 컨셉시온, 탄자니아의 아루샤, 인도의 쉼라, 그리고 홍콩이 

척도 검증에 참여하였음.

[그림2] CRI 연구도시와 검증도시 분포

2) CRI(도시회복력지수)의 구조와 내용

- CRI(City Resilience Index)는 네 가지 차원과 각 차원별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에 해당하는 세부항목들로 구성됨. 각 차원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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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각 목적은 다시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

요한 세 개에서 네 개 정도의 세부 실천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차원-목표-세부항목들은 회복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영역 및 활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라는 이들의 활동 및 영역이 가져야 하는 특질

을 설정하고 있음.

[그림3] 지역사회 회복력 개념의 구조(4D7Q 모델)

자료: ARUP(2016)을 재구성함

- 가장 상위 수준의 네 가지 차원은 건강･보건(health & wellbeing), 사회･
경제(society & economy), 인프라･생태계(infrastructure & ecosystem), 

그리고 리더십･전략(leadership & strategies)으로 구성되며, 각각 순서대

로 사람, 조직, 장소, 지식을 초점으로 하는 고유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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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건(health & wellbeing)

 - 건강･보건 차원에서의 지역사회 회복력은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지

역에서 살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계됨. 해당 차원은 

‘지역사회가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위기의 시기에도 기본적인 욕구

(식량, 물, 주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함. 

 - 이는 얼마나 지역이 다양한 생계유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의 문제

로 사회복지 시스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

근성을 포괄함.

 Goal 1: 인간 삶의 취약성 최소화(minimal human vulnerability) 

 Goal 2: 생계수단 및 고용의 다양화(diverse livelihood and employment) 

 Goal 3: 보건과 생명의 효과적 보호(effective safeguards to human 

health and life) 

 ◯ 사회･경제(society & economy)

  - 사회･경제 차원에서의 지역사회 회복력은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해당 지역 주민들을 평화롭게 그리고 집

합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됨. 또한 법과 

질서 유지 및 경제관리가 잘 작동하게 하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 지역

의 상호지원 및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함.

 Goal 1: 지속가능한 경제 만들기(sustainable economy) 

 Goal 2: 종합적인 법치와 안전을 확보하기(comprehensive security and rule of law) 

 Goal 3: 지역 정체성과 상호지원 체계를 만들기(collective identity and communit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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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프라･생태계(infrastructure & ecology)

  - 인프라･생태계 차원에서의 지역사회 회복력은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

음. 이는 인프라와 생태계의 질이 인간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서 인간을 보호하고 삶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재난 발생 시 인

간을 보호해주는 인프라와 생태계는 강건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함. 재난 예방대비를 고려할 때 인프라 요소에는 특히 기초핵심서비스(물

이나 전기 공급 등)의 지속적 제공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음. 

 Goal 1: 재난 위험이나 취약성을 줄이기(reduced exposure and fragility) 

 Goal 2: 핵심주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effective provision of critical services) 

 Goal 3: 신뢰할만한 통신･교통수단 구비(reliable mobility and 

communications)

 ◯ 리더십･전략(leadership & strategies)

  - 지역사회 회복력의 리더십･전략 차원은 지역사회가 회복력을 갖기 위해 

‘지식’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함. 이는 회복력이 강한 사회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근거 기반으로 행동한다는 점을 발견한 때문임. 특히, 지역사회가 

효과적인 리더십과 지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사

회, 정부, 시장이 모두 관계된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이들이 함께 근거 기

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함.

 Goal 1: 효과적인 리더십과 지역관리(effective leadership and management) 

 Goal 2: 이해관계자들 임파워링하기(empowered stakeholders) 

 Goal 3: 종합적으로 지역개발을 계획하기(integrated development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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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CRI 구조 (4차원, 12목표, 52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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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의 특성 특성별 핵심 내용

수용력

reflective

 불확실성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새롭게 나타나는 근거를 기반으로 기준과 규범을 수정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끊임없이 학습함

 학습 결과를 미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음

강건성

robust

 큰 기능적 손실이나 유의한 손상 없이 재난의 영향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특성

 재난의 영향에 견디는 물리적 자산의 설계･구성･관리

 강건성을 고려한 설계는 시스템의 가능한 실패에 대한 

예측을 포함함

가외성

redundant

 다양성 : 시스템 기능의 일부분을 대체하거나 욕구를 

해결해주는 다중의 방식을 보유

 특정 기능과 역량에 대한 대체를 보유하고 있음

 비용-효과성,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우선순위에 기준한 

의도적 설계 실행(비효율적 시스템 설계에 대한 추가적 

대응이 아님)

 ◯ 지역사회 회복력의 질적 특성

- 한편, CRI(City Resilience Index)는 네 가지 차원과 각 차원별 목표, 그리

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에 해당하는 세부항목들로 구성되는 것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각 차원별 세부항목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충족되어야 지역사회 회복력이 확보되는가를 질

적인 측면에서의 7가지 회복력 특성으로 기술하고 있음.

- 이는 수용력, 강건성, 가외성, 유연성, 자원성, 포용성, 통합성으로 차원별 

목표나 목표별 세부항목들은 해당 사항에 맞는 이러한 특성들을 포함하여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모든 항목들이 모든 일곱가지 특성을 구비해야하

는 것은 아니며, 각 차원-목표-세부항목에 따라 고유한 방식으로 회복력에 

기여하는 특질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6> 회복력의 7가지 특성(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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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의 특성 특성별 핵심 내용

유연성

flexible

 변화하는 환경에 반응하여 변화･진화･수정함

 탈중심화되었지만 모쥴을 통한 접근이 이루어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도입을 통해 확보됨

 지역 고유의, 전통적인 지식과 실천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을 포함함 

자원성

resourceful

 사람 혹은 제도 수준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방도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함

 인적, 물적, 재정 자원을 동원･조정하여 미래 조건을 

예측, 우선순위 설정, 대응을 하는 능력에 대한 투자

 재난 발생 시 극도의 제한적 상황에서 시스템의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적 기능을 함

포용성

inclusive

 가장 취약한 인구그룹을 포함하는 폭넓은 공동체의 참여와 

의견반영 정도

 시스템의 한 부분이 직면한 충격을 다른 부분의 고립이나 

예외 속에 고려한다는 것은 회복력에 있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임

통합성

integrated

 시스템 간의 통합과 연계

 공통의 성과를 위해 모든 투자가 상호적 지원체계여야 함

 의사결정에서의 일관성 확보

 시스템 간 정보 교류 및 공유

 집합적이고 빠른 피드백을 제공해 줌

 자료: ARUP(2016:15). City resilience index: Understanding and measuring city resilience. The Rockefeller 
Foundation & A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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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회복력 영역별 자원봉사활동 인식 조사

1. 조사 및 측정 방법

1) 조사 방식 : 

  ◯ 자원봉사자 대상 조사 : 온라인설문조사(surveymonkey.com). 조사기간

은 2017년 9월 21일 ~ 10월 2일 (12일) 

2) 조사 대상 :  

  ◯ 자원봉사자 대상 조사 : 총 4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대상자는 서울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 중인 캠프장 434명(25개 자치구센터 중 

17개 자치구 협조), 광운대학교 학부생 30명으로 구성. 조사결과 응답

률은 25%(464명 중 107명)로 나타남. 이 중 응답을 최종 문항까지 

완성한 비율은 응답자의 79%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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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 

 ◯ Rockfeller Foundation･ARUP(2016)이 개발한 도시회복력지수(City 

Resilience Index: Understanding and Measuring Resilience, 이하, 

CRI)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그룹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인

식조사 문항을 개발함. 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음.

4) 측정 지표    

 ◯ CRI 구조인 도시회복력 4개의 차원과 12개의 목표영역, 50개의 세부항

목2)을 기준으로, 50개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항목과 50개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으로 구성함(총 100개 문항). 

 ◯ ‘자원봉사활동 기여도’는 50개의 각 회복력 세부항목에 대해 조사되었으

며, ‘자원봉사활동 기여도’란 각 회복력 세부항목에 자원봉사자들이 기여

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됨. 항목은 ‘자원봉사자들은 안전한 주거 공급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와 같은 방식으로 질의되었음. 

 ◯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 역시 50개의 회복력 세부항목 각각에 대해 조사

되었으며, 각 회복력 세부항목의 증진이나 문제해결을 돕는 자원봉사활동

에 참여하고 싶은 정도로 정의됨. 항목은 ‘나는 안전한 주거 문제 해결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와 같이 질의됨.

  

2) CRI는 52개의 세부항목을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를 50개로 줄였음. 인프라･생태계 핵심서비스 
제공 1개 항목과 리더십･전략에서 지역개발계획 1개 항목이 동일 카테고리 내 다른 항목과 통합됨. 
이들은 공통적으로 실제 현장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질의할 때 항목 간 변별성을 응답자들이 파
악하기 힘들 것이 예상되었음(face-validity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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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대분류)

목표영역
(중분류)

세부항목
(소분류)

보건･복지

인간 삶의 취약성의 최소화

1. 안전한 주거 공급, 유지

2. 저렴한 에너지 공금

3. 안전한 식수 공급

4. 효과적인 지역 위생

생계 및 고용의 다양화

1. 저소득층을 위한 효과적인 복지 시스템

2. 새로운 고용시장에 적합한 직업훈련

3.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지역경제

4. 지역금융시스템 재난충격 대비

5. 재난 이후 근로자 지원

건강 및 생명의 효과적 보호

1. 주민 건강 위험요소 최소화

2.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응급의료서비스체계 원활한 작동

4. 응급재난신고서비스 체계의 원활한 작동

경제･사회

경제의 지속가능화

1. 지역 재정경제 위험요인 완화

2. 공공민간의 연속성 있는 경제 계획

3. 지역경제 생태계 다양성 제고

4. 투자유도 지역경제환경 조성

5. 지역 간 경제협력 및 교류

전반적인 법치와 안전

1. 지역사회 범죄 예방

2. 부패 방지와 공정한 사회

3. 지역사회 치안 유지

4. 지역사회 주민간 분쟁 해결

공통의 정체성 형성과 

상호지원체계

1. 지역 내 주민 간 연대 형성

2. 여러 지역들 간 연대 형성

3. 지역 정체성 및 문화 형성

4.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인프라･
생태계

이동･통신수단의 적합한 

구비

1. 지역의 위험과 취약성 파악

2. 물리적 구조물 건축관련 법률 재정비

3. 생태계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4. 보호기능이 강화된 구조물 인프라 조성

핵심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1.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

2. 전기수도 공급방식 다양화

3. 기존 자원, 에너지 의존도 줄임

4. 재난 도중의 전기수도 등 핵심공공서비스 제공

위험에 대한 노출 최소화

1. 적정가격의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

2. 안전하고 질적인 교통체계

3. 주민 모두가 이용가능한 통신수단･기술

4. 이동통신 관련 정보와 기술 보호

 <표7> 측정지표의 구성(4개 영역, 12개 목표영역, 50개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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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대분류)

목표영역
(중분류)

세부항목
(소분류)

리더십･
전략

효과적인 리더십과 관리

1. 모든 주민을 포용하는 지역정부 의사결정

2.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의사소통

3. 지역이해관계자들 간 지역의제 협의

4. 정부의 위험 모니터링과 조사 활동

이해관계자 임파워먼트

1.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

2. 위험･재난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제고

3. 지방정부와 주민 간 소통과 협력

통합적인 개발 계획

1. 지역계획과 개발전략 상시적 모니터링

2. 지역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와 투명한 실행

3. 정부의 통합적･유연한 토지이용 및 구역계획
 출처 : ARUP(2016:17). City resilience index: Understanding and measuring city resilience. The Rockefeller Foundation & ARUP.

2. 자원봉사자 대상 인식조사(기여도) 결과 분석

1) 지역사회 회복력 전체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 회복력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전체 3.68점으

로 나타나 자원봉사자들은 전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중간

수준 이상으로 회복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회복력을 구성하는 네 개의 차원(보건･복지, 경제･사회, 인프라･생태계, 리

더십･전략)별로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인식 기준 지역사회 회복력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기여도는 ‘리더십･전략’ 영역에서 가장 높았음.3)

-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영역은 

‘인프라･생태계’ 영역이었음4). 

3) 리더십･전략 영역은 나머지 세 영역의 기여도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4) 인프라생태계는 나머지 세 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여도 인식 차이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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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 영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보건복지 107 2.44 5.00 3.76 .64

경제사회 106 2.33 5.00 3.75 .73

인프라생태계 96 1.50 5.00 3.43 .83

리더십전략 96 2.08 5.00 3.77 .76

회복력 전체지수 107 2.39 5.00 3.68 .68

- ‘보건･복지’ 영역과 ‘경제･사회’ 영역은 가장 높은 기여도 인식을 보인 리더

십･전략 영역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매우 근소한 차이였고, 인식도의 

평균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5).  보건･복지 영역과 경제･사회 

영역 간에는 후자가 약간 높은 기여도 인식을 보이는 가운데 유사하게 나

타남.

<표8> 회복력 영역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그림5] 회복력 영역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5) 가장 높은 리더십･전략 영역과 보건복지, 경제사회 영역은 유의한 평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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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회복력 목표영역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 보건･복지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

- 지역사회 회복력의 보건･복지 영역은 크게 ‘취약성 최소화’, ‘생계･고용 다

양화’, ‘건강･생명보호’라는 세 개의 목표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 이 중 가장 높은 자원봉사활동 기여 인식 정도를 보인 목표영역은 ‘취약성 

최소화’ 영역으로 나타남. 이하 건강･생명보호, 생계･고용 다양화 목표영역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자원봉사자들이 생계고용 다양화(저소득층 복지, 직업훈련, 포용적 지역

경제, 재난 이후 근로지원)나 건강생명보호(주민건강 증진, 보건의료서비스, 

응급의료 및 신고체계의 원활한 작동)보다 주거, 식량, 식수, 에너지 등 인간

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취약성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 자

원봉사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기여할 바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6] 보건복지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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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목표영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보건복지 취약성최소화 107 2.00 5.00 3.85 .72

생계고용다양화 107 2.17 5.00 3.64 .75

건강생명보호 106 1.75 5.00 3.79 .78

<표9> 보건복지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 ‘취약성 최소화’ 목표영역은 안전한 주거 공급 및 유지, 저렴한 에너지의 충

분한 공급, 안전한 식수 공급, 효과적인 지역 위생 관리, 지역이 보유하는 

충분한 식량을 충족시킬 때 달성이 가능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

- 취약성 최소화 목표영역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다섯 가지 세부항목 중 

상대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높은 기여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 항목은 ‘주

거’와 ‘지역위생관리’ 부분이었음. 

- ‘식수’, ‘에너지’, ‘식량’에 관련되는 주민 삶의 기본적인 취약성을 최소화해주

는 활동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주거 및 지역위생 분야보다 낮게 기여 가능

성을 평가하고 있었음.

[그림7] 보건복지-취약성 최소화 목표영역 항목별 인식(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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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 지역사회 회복력의 경제･사회 영역은 ‘지속가능한 경제’, ‘법치와 안전’, ‘지

역정체성과 상호지원체계’라는 세 개의 목표영역으로 구성됨. 

- 이 중 가장 높은 자원봉사활동 기여 인식 영역은 ‘지역정체성과 상호지원체

계’ 영역으로 나타남. 이하 법치와 안전, 지속가능한 경제 체계 순으로 나

타남.

- 이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 형성(지역 재정경제 위험요인 완

화, 공공･민간 연속성 있는 경제계획, 지역경제 다양성, 지역브랜드 창출 등

을 통한 지역경제환경 조성, 지역 간 경제 협력 및 교류)이나 법치･안전 유

지(지역사회 범죄 예방, 부패방지, 지역사회 치안 유지, 지역사회 주민간 분

쟁 해결)보다 ‘지역사회 정체성 형성 및 주민들의 상호지원 체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자원봉사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기여할 바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8] 경제사회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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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목표영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경제사회

정체성상호지원 106 2.00 5.00 4.09 .73

법치안전 106 1.75 5.00 3.73 .86

지속가능경제체제 106 1.80 5.00 3.43 .89

<표10> 경제사회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 ‘정체성･상호지원’ 목표영역은 지역 내 주민들의 연대 형성, 여러 지역들 간 

연대 형성, 지역 정체성 및 문화 형성, 지역주민들의 지역문제 참여 유도를 

충족시킬 때 달성이 가능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

- 지역 정체성 형성 및 상호지원 체계 조성 목표영역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

된 다섯 가지 세부항목 중 상대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높은 기여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 항목은 ‘지역 정체성과 문화 형성’과 ‘지역주민들의 지역문제 

참여 유도’ 부분이었음. 

[그림9] 사회경제-정체성･상호지원 목표영역 항목별 인식(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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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생태계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 인프라･생태계 영역은 ‘위험 최소화’, ‘핵심서비스 공급’, ‘이동통신수단구비’

라는 세 가지 목표영역으로 나뉘어짐. 

- 세 가지 목표영역 중 지역사회 ‘위험 최소화’ 목표에 대해 자원봉사자들이 

인식하는 자원봉사활동 기여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이하 ‘핵심서비스 제공’

과 ‘이동통신수단 구비’ 순서로 자원봉사활동 기여도가 높게 나타남. 

- 이는 자원봉사자들이 ‘핵심서비스 공급’(생태계보호 및 유지, 전기수도 공급방

식 다양화, 기존 에너지나 자원에 대한 의존도 줄임, 재난 도중 핵심서비스 

공급 방안 마련)이나 ‘이동통신수단 구비’(적정가격의 교통서비스, 안전하고 

질적인 교통체계, 주민 모두가 이용가능한 통신수단 및 기술, 이동과 통신 

관련 정보와 기술의 보호)의 목표보다 ‘지역사회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표에 

자원봉사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10] 인프라･생태계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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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목표영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인프라

생태계

위험최소화 96 1.50 5.00 3.63 .81

핵심서비스제공 96 2.00 5.00 3.48 .83

이동통신수단구비 96 1.00 5.00 3.18 1.07

<표11> 인프라･생태계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위험 최소화’ 목표영역은 지역의 위험과 취약성 

파악, 물리적 구조물 건축관련 법률 재정비, 생태계 역할에 대한 인식 제

고, 보호기능이 강화된 구조물 인프라 조성을 충족시킬 때 달성이 가능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

- 지역사회 위험 최소화 목표영역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네 가지 세부항목

들은 다른 목표영역 대비 상대적으로 세부항목 유사한 비중의 기여도 인식

이 나타났음. 그러나 그 중 상대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더 높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 세부항목은 ‘생태계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부분이

었음.

[그림11] 사회경제-정체성･상호지원 목표영역 항목별 인식(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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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전략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 리더십･전략 영역은 ‘리더십 관리’, ‘이해관계자 임파워먼트’, ‘통합적인 개발계

획’이라는 세 가지 목표영역으로 구성됨. 

- 세 가지 목표영역 중 가장 높은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을 보인 영역은 ‘리

더십 관리’ 영역이었으며, 이하 ‘이해관계자 임파워먼트’, ‘통합적 지역개발계

획’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자원봉사자들이 ‘이해관계자 임파워먼트’(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 위험･재난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제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소

통･협력)이나 ‘통합적 지역개발계획’(지역계획과 개발 전략 상시적 모니터링,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정부의 통합적･유연한 토지이용 및 구역계

획)의 목표보다 ‘지역사회 리더십 관리’ 목표에 자원봉사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12] 리더십･전략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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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목표영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리더십

전략

리더십관리 96 1.50 5.00 3.80 .84

이해관계자임파워먼트 96 1.00 5.00 3.78 .85

지역개발계획 82 1.67 5.00 3.71 .94

<표12> 리더십･전략 영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리더십 관리’ 목표영역은 모든 주민을 포용하는 

지역정부의 의사결정, 지역이해관계자들 간 지역의제 협의, 정부의 위험모

니터링과 조사활동, 정부의 효과적인 재난응급 대응을 충족시킬 때 달성이 

가능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

- 리더십 관리 목표영역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다섯 가지 세부항목들 중 

상대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더 높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 세

부항목은 ‘정부의 지역위험조사’, ‘정부재난응급 보완’ 부분이었음.

[그림13] 리더십･전략-리더십관리 목표영역 항목별 인식(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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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영역 수준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

- 지역사회 회복력을 구성하는 12개의 목표영역 간 비교를 통해서 볼 때, 자

원봉사자들이 가장 자신들의 활동의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

은 ‘지역 정체성 형성 및 상호지원’ 부분이었음.

- 다음으로 높은 기여도 인식을 보인 영역은 ‘취약성 최소화’ 목표영역이었으

며, 뒤를 이어 ‘리더십 관리’, ‘건강･생명보호’, ‘이해관계자 임파워먼트’에서 

유사하게 높은 수준의 기여도 인식을 보임.

- 가장 낮은 기여도 인식 목표영역은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이동･통신수단구

비’ 목표영역이었음. 상대적으로 지역의 경제･재정 분야와 인프라 기술 부

분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기여도는 낮게 평가되고 있었음. 이는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항목들이 그간 자원봉사자들이 수행하는 활동 영

역과 많이 달라 효능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 인식을 보인 분야들(‘취약성 최소화’, ‘리더십 

관리’, ‘건강･생명보호’, ‘이해관계자 임파워먼트’)은 기존에 지역에서 수행되

던 자원봉사활동이 연계되는 지점이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효능감에 의해 

기여도 역시 높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해당 분석은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지역사회 회복력의 여러 영역

들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기여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임.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기여도가 낮게 파악되는 영역이 실

제 반드시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의 기여도가 낮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인식 속에서의 파악되는 지역사회 회복

력 영역별 자원봉사 기여도의 고저는 중요한 정보로서, 이는 향후 예방중심 

자원봉사활동 일감을 발굴하고 시행하고자 할 때 현재까지의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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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목표영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보건복지

취약성최소화 107 2.00 5.00 3.85 .72

생계고용다양화 107 2.17 5.00 3.64 .75

건강생명보호 106 1.75 5.00 3.79 .78

경제사회

정체성상호지원 106 2.00 5.00 4.09 .73

법치안전 106 1.75 5.00 3.73 .86

지속가능경제체제 106 1.80 5.00 3.43 .89

인프라

생태계

위험최소화 96 1.50 5.00 3.63 .81

핵심서비스제공 96 2.00 5.00 3.48 .83

이동통신수단구비 96 1.00 5.00 3.18 1.07

리더십

전략

리더십관리 96 1.50 5.00 3.80 .84

이해관계자임파워먼트 96 1.00 5.00 3.78 .85

지역개발계획 82 1.67 5.00 3.71 .94

축적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경험에 기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기 때

문임. 

[그림14] 회복력 목표영역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표13> 회복력 목표영역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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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목표영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경제사회 정체성형성･상호지원 106 2.00 5.00 4.09 .73

보건복지 취약성최소화 107 2.00 5.00 3.85 .72

리더십전략 리더십관리 96 1.50 5.00 3.80 .84

보건복지 건강생명보호 106 1.75 5.00 3.79 .78

리더십전략 이해관계자임파워먼트 96 1.00 5.00 3.78 .85

경제사회 법치안전 106 1.75 5.00 3.73 .86

리더십전략 지역개발계획 82 1.67 5.00 3.71 .94

보건복지 생계고용다양화 107 2.17 5.00 3.64 .75

인프라생태계 위험최소화 96 1.50 5.00 3.63 .81

인프라생태계 핵심서비스제공 96 2.00 5.00 3.48 .83

경제사회 지속가능경제체제 106 1.80 5.00 3.43 .89

인프라생태계 이동통신수단구비 96 1.00 5.00 3.18 1.07

<표14> 회복력 목표영역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자원봉사자, 내림차순)

4) 세부항목 수준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

  - 50개의 지역사회 회복력 세부항목에서 나타난 자원봉사활동 기여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공’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해당 

세부항목은 보건･복지 차원의 ‘생계･고용 다양화’ 목표에 속해있음.

  - 이하 ‘지역사회문제 및 이슈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유도’, ‘지역환경 위생 

관리’, ‘지역정체성 형성’, ‘생태계 보호’, ‘지역 간 연대 형성’, ‘안전한 주거 

유지 및 제공’이 다른 세부항목 대비 높은 수준의 자원봉사활동 기여도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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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5점척도)
표준편차 정규화지수

(LSM)

저소득층복지제공 106 1 5 4.27 .78 0.79

지역문제주민참여유도 106 1 5 4.19 .89 0.75

지역환경위생 107 1 5 4.19 .87 0.75

지역정체성형성 106 2 5 4.17 .85 0.74

생태계유지보호 96 2 5 4.07 .77 0.70

지역간연대 106 2 5 4.05 .86 0.68

안전한주거 107 2 5 4.04 .83 0.68

생태계인식제고 96 2 5 3.99 .86 0.66

지역내연대 105 1 5 3.96 .92 0.64

범죄예방 106 2 5 3.93 .92 0.63

지역위험조사 96 1 5 3.90 1.00 0.61

정부재난응급보완 96 1 5 3.90 .95 0.61

높은질의의료서비스 106 1 5 3.89 .94 0.61

건강위험요인최소화 106 1 5 3.88 .93 0.60

재난위험조사파악 96 1 5 3.88 .92 0.60

치안유지 106 2 5 3.86 .89 0.59

주민정부소통 96 1 5 3.84 .96 0.59

정부지역협력기여 96 2 5 3.83 .94 0.58

직업훈련제공 107 1 5 3.79 1.01 0.56

재난인식제고 96 1 5 3.78 .97 0.56

재난신고체계 106 2 5 3.76 .87 0.55

취약층에포용적지역경제 107 1 5 3.76 .97 0.54

지역내양질의교육 96 1 5 3.73 .95 0.53

지역내충분한식량 107 1 5 3.73 .96 0.53

지역개발계획참여 95 1 5 3.73 .98 0.53

안전한식수 107 1 5 3.71 1.06 0.52

부패방지 105 1 5 3.69 1.05 0.51

도시계획모니터링 95 1 5 3.68 1.03 0.51

지역간경제교류 96 1 5 3.66 .96 0.49

의료응급체계 105 1 5 3.65 .99 0.49

저렴한에너지공급 107 1 5 3.64 1.01 0.48

지방정부의사결정제고 96 1 5 3.61 1.08 0.47

재난후생계지원 106 1 5 3.61 1.10 0.47

연속적인민관경제계획 106 1 5 3.58 1.17 0.46

안전한인프라조성 96 1 5 3.55 1.04 0.44

<표15> 회복력 세부항목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내림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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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5점척도)

표준편차
정규화지수

(LSM)

지역브랜드창출 96 1 5 3.50 1.02 0.42

지역이해관계자협의 107 1 5 3.50 1.08 0.42

지역내분쟁조정 106 1 5 3.48 1.14 0.41

재난도중필수서비스공급 96 1 5 3.43 1.02 0.38

경제다양성 96 1 5 3.39 .98 0.36

안전한교통 96 1 5 3.33 1.11 0.34

토지구획계획참여 95 1 5 3.31 1.03 0.32

기존에너지의존도줄임 96 1 5 3.27 1.05 0.31

필수서비스공급다양화 96 1 5 3.18 1.13 0.26

저정가격의교통서비스 96 1 5 3.18 1.14 0.26

정보기술보호 96 1 5 3.17 1.25 0.26

건축법률재정비 96 1 5 3.13 1.06 0.24

경제위험요인완화 106 1 5 3.07 1.16 0.21

통신기술공급 96 1 5 3.05 1.14 0.20

금융재난충격대비 106 1 5 2.93 1.18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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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회복력 세부항목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LSM정규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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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규화지수
(LSM)

저소득층복지제공 88 1 5 4.13 .86 0.71

지역내충분한식량보유 88 1 5 4.11 .90 0.70

지역내양질의교육고른제공 83 2 5 4.02 .96 0.64

취약계층에포용적지역경제 87 1 5 4.00 .91 0.62

부패방지 88 2 5 3.94 1.02 0.58

재난후생계지원 88 2 5 3.94 .84 0.58

높은질의의료서비스제공 88 1 5 3.93 .98 0.58

범죄예방 88 2 5 3.93 .96 0.58

생태계유지보호 83 1 5 3.93 .97 0.58

3. 자원봉사자 대상 인식조사(참여의향) 결과 분석

 -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의향 분석은 세부항목 수준

에서만 진행하였음. 이는 각 세부항목 수준에서 나타나는 기여도와 참여

도 인식 양상의 분석을 통해 예방 중심 자원봉사활동 일감을 도출하고자 

하는 분석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임.

 - 지역사회 회복력을 구성하는 총 50개의 지역사회 회복력 세부항목에서 나

타난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공’ 영

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공’ 영역은 자원봉사활동 기여도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이어서, 기여도 인식과 참여 의향의 최고 우선순위

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음.

 - 이하 ‘지역사회 충분한 식량 공급’, ‘지역사회 양질의 교육 제공’, ‘취약계층

을 포용하는 경제’, ‘부패 방지’, ‘재난 이후 생계(근로자) 지원’, ‘양질의 의

료서비스 제공’, ‘범죄 예방’이 다른 세부항목 대비 높은 수준의 자원봉사활

동 참여의향을 보였음.

 

<표16> 회복력 세부항목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5점척도 원점수, 내림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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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규화지수
(LSM)

지역이해관계자협의 88 1 5 3.92 .93 0.57

경제다양성 83 2 5 3.92 .92 0.57

재난인식 83 1 5 3.90 .94 0.56

지역환경위생 88 1 5 3.90 .94 0.56

지역문제주민참여유도 88 2 5 3.90 .94 0.56

주민정부소통 83 2 5 3.89 .95 0.55

건강위험요소최소화 86 1 5 3.88 .97 0.54

생태계인식제고 83 1 5 3.88 .96 0.54

지역내연대 88 1 5 3.88 .96 0.54

지역정체성형성 87 1 5 3.87 .98 0.53

재난신고체계 88 1 5 3.86 .93 0.53

안전한식수 87 1 5 3.85 .98 0.52

지역간연대 88 1 5 3.84 1.01 0.51

지역브랜드창출 83 1 5 3.83 .96 0.51

의료응급체계 88 1 5 3.83 1.03 0.51

정부지역협력기여 82 1 5 3.83 .94 0.51

직업훈련제공 88 1 5 3.82 .91 0.50

재난위험조사 83 1 5 3.81 1.04 0.49

지역개발계획참여 81 1 5 3.80 1.00 0.49

연속적인민관경제계획 88 1 5 3.80 1.03 0.49

안전한교통 83 2 5 3.80 .96 0.49

재난위험파악 83 1 5 3.80 1.00 0.49

도시계획모니터링 82 2 5 3.79 .99 0.48

지방정부의사결정능력제고 83 2 5 3.78 1.04 0.47

지역간경제교류 83 1 5 3.78 .93 0.47

지역치안유지 87 1 5 3.78 1.10 0.47

안전한인프라조성 83 2 5 3.77 .92 0.47

교통서비스 83 2 5 3.76 .97 0.46

정부재난응급보완 83 1 5 3.75 1.05 0.45

안전한주거 87 1 5 3.72 1.03 0.43

에너지다양화 87 1 5 3.70 1.03 0.42

기존에너지의존도낮춤 83 1 5 3.67 1.01 0.40

금융재난충격대비 88 1 5 3.64 1.11 0.38

필수서비스공급다양화 82 1 5 3.63 1.03 0.37

경제위험요인최소화 88 2 5 3.63 .98 0.37

재난도중필수서비스공급 83 1 5 3.59 1.00 0.34

통신기술공급 82 1 5 3.59 1.05 0.34

지역내분쟁조정 88 1 5 3.58 1.10 0.33

정보기술보호 83 1 5 3.57 1.02 0.33

토지구획계획참여 82 1 5 3.56 1.04 0.32

건축법률재정비 82 1 5 3.44 1.04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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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회복력 세부항목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LSM정규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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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 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1차 모델링

 

 - 본 연구가 설정했던 연구의 핵심과제는, ‘무엇이 지역사회 회복력을 제고

하는,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인가’, 혹은 ‘지역사회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근거기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었음.

 -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과 연관되어 질의된 적이 

없었던 지역사회 회복력에 관계되는 모든 차원과 항목들(Rockefeller 

Foundation･ARUP, 2016)을 탐색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음.

 - 그러나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나 정책들에서 제안되는 지역사회 회복력

의 모든 차원과 목표, 세부영역들에 자원봉사활동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갖지 않음. 

  - 오히려 본 연구조사는 우선순위 중심의 예방 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

델을 설정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게 하는 

거의 모든 영역과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대한 회복력의 

개념과 구조에서 어느 영역과 활동 그리고 왜 자원봉사활동이 결합되어야 

하는가 혹은 개입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근거기반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본 분석이 설정하자고자 하는 1차 모델링은 여러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에서 의도적인 개입 혹은 자원･프로그램의 투입 없

이 자생적으로 충분한 정도의 자원봉사활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사회 회복력 영역과 의도적으로 자원봉사자 혹은 활동의 개발이 이루어짐

으로써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을 구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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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링(1차) 

 - 이러한 연구의 관점에서 본 분석은 총 50개의 지역사회 회복력 세부항목

들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이 기여할 수 있는 정도와 해당 영역에 대한 시민

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3개의 영

역에서 기여도 대비 참여의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음.

 - 자원봉사활동이 기여할 수 있는 정도 대비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상대

적으로 저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13가지 지역사회 회복력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평균 차이가 클수록 높은 상위 우선순위로 배열함.

① 지역주민들의 지역문제 참여 유도

② 지역환경위생 관리

③ 안전한 주거 공급 및 유지

④ 지역사회 정체성 형성

⑤ 저소득층 대상 복지 제공

⑥ 지역사회 내 연대 형성

⑦ 정부의 재난응급체계 보완

⑧ 생태계 유지 및 보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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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세부항목 평균 상관계수 유의확률
(평균차이) 

1 안전한주거c 4.01 .505 .000

안전한주거v 3.72

2 저렴한에너지c 3.61 .440 .000

저렴한에너지v 3.70

3 안전한식수c 3.69 .307 .004

안전한식수v 3.85

4 지역환경위생c 4.19 .515 .000

지역환경위생v 3.90

5 지역의충분한식량c 3.76 .247 .020

지역의충분한식량v 4.11

6 저소득복지c 4.24 .259 .016

저소득복지v 4.11

7 직업훈련c 3.78 .290 .006

직업훈련v 3.82

8 포용적지역경제c 3.74 .425 .000

포용적지역경제v 4.00

9 금융시스템재난충격대비c 2.88 .440 .000

금융시스템재난충격대비v 3.64

10 재난후생계지원c 3.49 .406 .000

재난후생계지원v 3.94

11 건강위험요소최소화c 3.85 .436 .000

건강위험요소최소화v 3.88

12 질높은의료서비스c 3.88 .481 .000

질높은의료서비스v 3.93

13 의료응급체계c 3.62 .443 .000

의료응급체계v 3.82

14 재난신고체계c 3.77 .443 .000

재난신고체계v 3.86

15 지역내연대c 3.98 .343 .001

지역내연대v 3.86

16 지역간연대c 4.02 .361 .001

지역간연대v 3.84

17 지역정체성c 4.15 .416 .000

⑨ 지역사회 치안유지

⑩ 생태계의 중요성 인식 제고

⑪ 정부의 재난위험 모니터링과 조사

⑫ 정부와 지역 간 협력에 기여

⑬ 지역의 재난위험 조사 및 파악

<표17> 회복력 세부항목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와 참여의향 간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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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세부항목 평균 상관계수 유의확률
(평균차이) 

지역정체성v 3.87

18 주민들의지역문제참여유도c 4.22 .449 .000

주민들의지역문제참여유도v 3.90

19 범죄예방c 3.93 .429 .000

범죄예방v 3.93

20 부패방지c 3.66 .478 .000

부패방지v 3.97

21 치안유지c 3.85 .535 .000

치안유지v 3.78

22 지역사회분쟁조정c 3.45 .574 .000

지역사회분쟁조정v 3.58

23 경제위험요인완화c 3.02 .583 .000

경제위험요인완화v 3.63

24 연속적인민관경제계획c 3.57 .351 .001

연속적인민관경제계획v 3.80

25 경제다양성제고c 3.36 .422 .000

경제다양성제고v 3.92

26 지역브랜드창출c 3.47 .391 .000

지역브랜드창출v 3.83

27 지역간경제교류c 3.66 .360 .001

지역간경제교류v 3.78

28 정부의재난위험파악c 3.86 .259 .018

정부의재난위험파악v 3.80

29 건축법률재정비c 3.10 .411 .000

건축법률재정비v 3.44

30 생태계역할인식제고c 3.95 .421 .000

생태계역할인식제고v 3.88

31 안전한인프라조성c 3.53 .367 .001

안전한인프라조성v 3.77

32 생태계유지보호c 4.02 .585 .000

생태계유지보호v 3.93

33 필수서비스공급다양화c 3.16 .399 .000

필수서비스공급다양화v 3.63

34 기존에너지의존도줄임c 3.18 .497 .000

기존에너지의존도줄임v 3.67

35 재난도중필수서비스공급c 3.37 .428 .000

재난도중필수서비스공급v 3.59

36 적정가격교통서비스c 3.13 .392 .000

적정가격교통서비스v 3.76

37 안전한교통c 3.29 .418 .000

안전한교통v 3.80

38 통신기술공급c 3.05 .535 .000

통신기술공급v 3.59

39 정보기술보호c 3.13 .443 .000

정보기술보호v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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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세부항목 평균 상관계수 유의확률
(평균차이) 

40 지방정부의사결정능력제고c 3.61 .357 .001

지방정부의사결정능력제고v 3.78

41 지역위험조사c 3.84 .448 .000

지역위험조사v 3.81

42 정부재난응급보완c 3.86 .405 .000

정부재난응급보완v 3.75

43 정부지역협력기여c 3.88 .453 .000

정부지역협력기여v 3.83

44 지역교육공급c 3.77 .348 .001

지역교육공급v 4.02

45 지역의재난인식제고c 3.78 .532 .000

지역의재난인식제고v 3.90

46 주민정부소통c 3.82 .563 .000

주민정부소통v 3.89

47 지역이해관계자협의c 3.44 .487 .000

지역이해관계자협의v 3.92

48 도시계획모니터링c 3.65 .530 .000

도시계획모니터링v 3.79

49 지역개발계획참여c 3.70 .442 .000

지역개발계획참여v 3.80

50 토지구획계획참여c 3.34 .484 .000

토지구획계획참여v 3.56
c: 기여도, v: 참여의향

 - 그러나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 기여도와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 간 차이로

부터 도출한 재난자원봉사활동 투입 우선순위 도출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

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중치 조사를 실행함.

 - 자원봉사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자 갖는 한계는 CRI이라는 측정도구가 설정한 차원, 목표, 세부항목

들의 포괄성과 전문성이 상당이 높은 수준이어서 과연 지역사회에서 현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해당 항목들에 대해 응답한 결과의 타당도가 낮

을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다음절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응답한 동일한 CRI에 대해 재난영역, 

자원봉사활동 및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중치 조사를 실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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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복력 영역별 전문가 가중치 조사

1. 조사 및 측정 방법

1) 조사 방식 

  ◯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이메일 설문조사. 조사기간은 2017년 10월 23

일~30일(7일)이었음.

2) 조사 대상 

  ◯ 전문가 대상 조사 : 재난･자원봉사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해당분야 연

구자, 유관 공공기관 실무자 총 29명을 대상으로 함. 조사결과 발송대

상 전원(29명) 응답 완료함. 

 

 3)  측정 도구 

  ◯ 전문가 대상 조사 : 앞서 자원봉사자 대상 인식조사에 활용하였던 

Rockfeller Foundation･ARUP(2016)이 개발한 도시회복력지수(City 

Resilience Index: Understanding and Measuring Resilience)를 활

용하여 전문가 그룹들의 가중치 조사 문항을 개발함. 

4) 측정 지표  

 ◯ 전문가 대상 가중치 조사 항목 : 도시회복력 50개 세부항목별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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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목표영역  세부항목 가중치(%)

보건

복지 

취약성최소화 

안전한 주거 공급, 유지 25.63

34.33

29.92

저렴한 에너지의 충분한 공급 15.08

안전한 식수 공급 20.54

효과적인 지역의 위생 관리 20.00

지역이 보유하는 충분한 식량 18.75

 계고용다양화 
저소득층을 위한 효과적인 복지 시스템 25.75

31.58
새로운 고용시장에 적합한 직업훈련 20.08

활동 기여도 가중치 문항 설정(총 50개 문항). 자원봉사활동 기여도는 '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하였을 때 회복력의 각 

요소들이 더 효과적으로 증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의미함. 도

시회복력지표 구조(영역-목표영역-세부항목) 각 수준에서 총합이 100이 

되는 방식으로 항목들에 가중치를 설정하도록 함.

 

2.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가중치) 결과 분석 

1)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가중치 도출 결과

 - 가중치를 통한 지수도출 방식은 고정총합척도법(직접평가방식)을 기초로 

하여 기여도에 따른 각 범주별(4개의 차원-차원별 목표영역-목표영역별 

세부항목) 총합이 100이 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에 의해 조사됨.

 - 이를 위해 제시된 지표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범주화한 후 개별 지표

들의 가중치 합이 100이 되도록 직접 설정하게 하였음. 전문가 가중치들

의 합과 평균을 계산하여 개별지표 평균값의 합이 100이 되도록 조정하

는 방식으로 CRI 구조 각 수준에서 가중치를 계산함.

<표18> 회복력 세부항목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전문가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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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목표영역  세부항목 가중치(%)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지역경제 21.46

지역 금융 시스템 재난 충격 대비 12.29

재난 이후 근로자 지원 20.42

건강생명보호 

주민 건강 위험요소 최소화 30.58

34.08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2.79

응급 의료서비스 체계의 원활한 작동 23.38

응급재난 신고서비스 체계의 원활한 작동 23.25

사회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지역 재정경제 위험요인 완화 20.17

30.96

24.67

공공민간의 연속성 있는 경제 계획 21.29

지역 경제 생태계 다양성 제고 22.04

지역브랜드 창출 지역경제환경 조성 18.00

지역 간 경제 협력 및 교류 18.50

법치안전 

지역사회 범죄 예방 25.29

33.92
부패 방지와 공정한 사회 27.38

지역사회 치안 유지 25.79

지역사회 주민간 분쟁 해결 21.54

 

정체성상호지원 

지역 내 주민간 연대 형성 29.08

35.13
여러 지역들 간 연대 형성 19.04

지역 정체성 및 문화 형성 23.50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에 적극적 참여 28.38

인프

라생

테계 

위험최소화 

지역의 위험과 취약성 파악 34.00

42.92

21.66

물리적 구조물 건축관련 법률 재정비 18.13

생태계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25.50

보호기능이 강화된 구조물 인프라 조성 22.38

 

핵심서비스제공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 30.13

35.13
전기수도 공급방식 다양화 19.88

기존 자원,에너지 의존도 줄임 24.33

재난 도중의 전기수도 등 핵심공공서비스 계획 25.67

 

이동･통신수단구

비 

적정가격의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 24.21

21.96
안전하고 질적인 교통체계 27.83

주민 모두가 이용가능한 통신수단,기술 24.33

이동통신 관련 정보와 기술의 보호 23.63

리더

십

전략 

리더십관리 

모든 주민을 포용하는 지역정부의 의사결정 21.38

36.63

23.75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의사소통 16.04

지역 이해관계자들 간 지역의제 협의 22.08

정부의 위험 모니터링과 조사 활동 20.79

정부의 효과적인 재난응급 대응 19.71

이해관계자임파

워먼트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 29.17

36.33위험,재난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제고 39.63

지방 정부와 주민 간 소통, 협력 31.21

지역개발계획 
지역 계획과 개발 전략 상시적 모니터링 34.38

27.04지역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와 투명한 실행 37.92

정부의 통합적이고 유연한 토지이용 및 구역계획 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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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가중치 적용 결과

◯ 지역사회 회복력 차원 수준에서의 가중치 적용 결과  

 - 앞서 조사했던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별 자원봉사활동의 기여도에 대한 자

원봉사자들의 인식에 별도로 조사한 전문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가장 

상위 수준 영역 중 보건복지 차원이 가장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경제사회 차원, 리더십전략 차원, 인프라생태계 차원 순으로 기여도 

순위가 나타남.

[그림18] 가중치를 적용한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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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원점수
(5점)

표준
점수
(z)

정규화
지수

(LSM)

100점
환산

가중
점수

목표
영역

100점
환산

가중
점수

차
원

100점
환산

가중
점수

안전한 주거 공급, 
유지 4.04 1.13 0.68 80.75 2.13

취약
성최
소화

77.20
  
  
  
  

7.97
  
  
  
  

보건
복지 75.52  22.84  

저렴한 에너지의 
충분한 공급 3.64 -0.10 0.48 72.71 1.13

안전한 식수 공급 3.71 0.13 0.52 74.21 1.57

효과적인 지역의 
위생 관리 4.19 1.59 0.75 83.74 1.72

지역이 보유하는 
충분한 식량 3.73 0.19 0.53 74.58 1.44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제공 4.27 1.86 0.79 85.47 2.08

생계 
및고
용의 
다양
화

73.49
  
  
  
  

7.12
  
  
  
  

새로운 고용시장에 
적합한 직업훈련 3.79 0.39 0.56 75.89 1.44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지역경제 3.76 -0.53 0.54 75.14 1.52

지역 금융 시스템 
재난 충격 대비 2.93 0.27 0.14 58.68 0.68

재난 이후 근로자 
지원 3.61 -2.25 0.47 72.26 1.39

주민 건강 위험요소 
최소화 3.88 -0.17 0.60 77.55 2.42

건강 
및생
명보
호

75.88
  
  
  

7.75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89 0.64 0.61 77.74 1.81

응급 의료서비스 
체계의 원활한 작동 3.65 0.67 0.49 72.95 1.74

응급재난 신고서비스 
체계의 원활한 작동 3.76 -0.06 0.55 75.28 1.78

지역 재정경제 
위험요인 완화 3.07 0.30 0.21 61.32 0.94

지속
가능
한경
제체
계조
성

68.73
   
  

5.24
   
  

경제
사회 75.12 18.60  

공공민간의 연속성 
있는 경제 계획 3.58 0.90 0.46 71.51 1.16

지역 경제 생태계 
다양성 제고 3.39 1.16 0.36 67.71 1.14

지역브랜드 창출 등 
투자유도 
지역경제환경 조성

3.50 1.54 0.42 70.00 0.96

지역 간 경제 협력 
및 교류 3.66 1.59 0.49 73.13 1.03

지역사회 범죄 예방 3.93 0.82 0.63 78.68 1.66

법치 
안전
유지

74.80
  

6.27
   

부패 방지와 공정한 
사회 3.69 0.05 0.51 73.71 1.69

지역사회 치안 유지 3.86 0.58 0.59 77.17 1.67

지역사회 주민간 
분쟁 해결 3.48 -0.57 0.41 69.62 1.25

지역 내 주민간 연대 
형성 3.96 -1.84 0.64 79.24 2.00

지역
정체
성형

81.84 7.09 

<표19>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전문가 가중치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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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원점수
(5점)

표준
점수
(z)

정규화
지수

(LSM)

100점
환산

가중
점수

목표
영역

100점
환산

가중
점수

차
원

100점
환산

가중
점수

여러 지역들 간 연대 
형성 4.05 -0.28 0.68 80.94 1.34

성과 
상호
지원 
체계

지역 정체성 및 문화 
형성 4.17 -0.86 0.74 83.40 1.70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에 적극적 
참여

4.19 -0.51 0.75 83.77 2.06

지역의 위험과 
취약성 파악 3.88 -0.03 0.60 77.50 2.45

위험 
최소
화

72.71
  

6.87
    

인프
라
생태
계

68.70  15.29

물리적 구조물 
건축관련 법률 
재정비

3.13 0.63 0.24 62.50 1.05

생태계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3.99 -1.66 0.66 79.79 1.89

보호기능이 강화된 
구조물 인프라 조성 3.55 0.99 0.44 71.04 1.48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 4.07 -0.35 0.70 81.46 1.87

핵심
서비
스의 
효과
적제
공

69.74
    

5.38
    

전기수도 공급방식 
다양화 3.18 1.24 0.26 63.54 0.96

기존 자원,에너지 
의존도 줄임 3.27 -1.50 0.31 65.42 1.21

재난 도중의 
전기수도 등 
핵심공공서비스 계획

3.43 -1.21 0.38 68.54 1.34

적정가격의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 3.18 -0.74 0.26 63.54 0.73

이동
통신
수단
구비

63.65
  
  

3.03
  
  

안전하고 질적인 
교통체계 3.33 -1.50 0.34 66.67 0.88

주민 모두가 
이용가능한 
통신수단,기술

3.05 -1.02 0.20 61.04 0.71

이동통신 관련 
정보와 기술의 보호 3.17 -1.89 0.26 63.33 0.71

모든 주민을 
포용하는 지역정부의 
의사결정

3.61 -1.53 0.47 72.29 1.34

리더
십과 
관리

74.94
  
  
  
  

6.51
  
  
  
  

리더
십
전략

74.02 17.66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의사소통 3.90 -0.16 0.61 77.92 1.09

지역 이해관계자들 
간 지역의제 협의 3.90 0.70 0.61 77.92 1.50

정부의 위험 
모니터링과 조사 
활동

3.83 0.70 0.58 76.67 1.39

정부의 효과적인 
재난응급 대응 3.50 0.51 0.42 69.91 1.20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

3.73 0.19 0.53 74.58 1.88 이해
관계
자임
파워
먼트

75.69
    

6.53
    

위험,재난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제고 3.78 0.35 0.56 75.63 2.59

지방 정부와 주민 간 
소통, 협력 3.84 0.54 0.59 76.88 2.07

지역 계획과 개발 
전략 상시적 
모니터링

3.68 0.05 0.51 73.68 1.63

통합
적인 
개발
계획

71.44
  

4.62
   

지역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와 
투명한 실행

3.73 0.18 0.53 74.53 1.81

정부의 통합적이고 
유연한 토지이용 및 
구역계획

3.31 -1.11 0.32 66.11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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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가중치 적용 결과 이는 자원봉사자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원

자료 조사에서와 변화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임. 자원봉사자 인식 조사

에서는 리더십･전략 차원에서 기여도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보건복

지, 경제사회, 인프라생태계 순으로 기여도가 나타났다면, 전문가 가중치 

조사 결과 보건복지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기여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경제사회, 리더십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생태계 영

역 순으로 순위가 바뀌는 것이 확인되었음.

 - 자원봉사자들은 리더십･전략 차원이 가장 자신들의 활동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전문가 가중치 조사 결과 리더십･전략 차원에서의 

자원봉사활동 기여도는 3순위였으며, 자원봉사자 인식 조사에서 2순위였

던 보건･복지 차원이 전문가 가중치 적용 결과 가장 기여도가 높을 것으

로 예측됨.

[그림19] 자원봉사자 인식과 가중치 적용 결과 비교(회복력 차원 수준)

 - 원자료 자원봉사자 인식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전문가 가중치 적용 결과 

비교에서 주목되는 점은 보건복지 영역과 리더십전략 영역에서 나타나는 

자원봉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인식 차이임.

 - 전문가 가중치 적용 결과 차원 수준에서 나타난 자원봉사활동 기여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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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은 보건복지 영역에 대해 자원봉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문가

들이 파악하는 기여도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가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리더십전략 부분에서의 자원봉사활동 기여도를 자원봉사자

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인프라･생태계 차원은 자원봉사자 인식조사 원자료에서나 전문가 가

중치 적용 자료에서 모두 가장 덜 기여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됨. 그러나 

전문가 가중치 적용 결과 인프라생태계 영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올라갔음.

 -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이 함께 파악하는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별 자원봉사

활동 기여도는 현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인프라생태계 영역에 대한 가능성을 더 많이 발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음. 

 - 한편, 자원봉사자들이 그간 가장 많이 실행해온, 전통적인 사회복지 자원

봉사활동과 가장 맥락이 닿는 보건복지 차원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서도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들보다 더 자원봉사활동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발견됨. 이는 정책적으로 아직은 불충분한 공공보건

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기여가 여전히 많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됨.

 - 주목되는 것은, 전문가 평가 대비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기여도를 가장 높

게 평가한 리더십전략 부분임. 이는 대체로 자원봉사자 평가나 전문가 평

가에서 모두 기여도를 높게 예상하고 있는 보건복지 영역의 자원봉사활동 

대비 그간 자원봉사 영역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영역이 아님. 이는 지

역의 자원봉사활동 현장이 이미 서비스제공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사

고하던 방식을 벗어나고 있다는 중요한 징후로 파악됨. 그리고 리더십전략 

부분에서의 자원봉사활동 기여 부분은 전문가 평가보다 자원봉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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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 영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보건복지 88 2.07 5.00 3.87 .77

경제사회 88 2.00 5.00 3.81 .84

인프라생태계 83 1.83 5.00 3.70 .83

리더십전략 107 2.00 5.00 3.75 .91

스스로 더 많이 인식하며 기여도를 다른 영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하고 있어 이러한 시민과 전문가 평가 차이는 지역사회 회복력에 대한 자

원봉사자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 되고 있

음.

 -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은 리더십전략 영역에서의 자신들의 기여도 인식 대

비 참여의향은 보건복지영역 자원봉사 참여 의향보다 낮게 보고하고 있다

는 점에서, 특히, 참여의향은 보건복지영역에서 가장 높게 자원봉사자들이 

응답했다는 점에서, 리더십전략 영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기여할 바가 

크기는 하지만 만일 해당 영역 실제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높은 인

식이 실제적인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이어지기 위한 별도의 노력

이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표20> 회복력 영역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자원봉사자)

◯ 지역사회 회복력 목표영역 수준에서의 가중치 적용 결과  

 - 보건복지 차원 내 목표영역별 전문가 가중치 적용 결과, 각 목표영역에 대

한 자원봉사자들의 기여도 인식과 전문가 가중치 적용 결과 기여도 인식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음.

 - 원자료 자원봉사자 인식 조사에서나 전문가 가중치 적용 결과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난 목표영역은 인간 삶의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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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었으며, 건강생명의 보호가 그 다음으로 기여도 인식이 높았고, 생

계･고용다양화 부분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인간 삶의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로 설정된 세부항목들은 안전

한 주거 공급 및 유지, 저렴한 에너지의 충분한 공급, 안전한 식수 공급, 

효과적인 지역의 위생 관리, 지역이 충분한 식량을 보유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기존에 지역에서 많이 해오던 자원봉

사활동 일감과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높아 효능감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스스로 그리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자원봉사활동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

한 것으로 사료됨.

[그림20] 자원봉사자 인식과 가중치 적용 결과 비교 (보건복지 영역)

 - 경제사회 차원의 세 가지 목표영역들 역시 자원봉사자 인식과 전문가 가

중치 적용 결과 간 우선순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지역의 정체성 형성 및 상호지원체계 형성 목표가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

였으며, 지역의 법치와 안전 유지가 그 다음으로 높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체계를 만드는 목표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기여도는 가장 낮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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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자원봉사자 인식과 가중치 적용 결과 비교(경제사회 영역)

 - 인프라생태계 차원에 속한 목표영역들에서도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가중치 

적용 기여도 인식의 우순순위는 크게 다르지 않았음.

 - 지역사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에 자원봉사활동 기여도가 가장 높

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기, 수도 등의 핵심서비스 제공, 이동과 통

신수단을 적절하게 구비하는 목표에 자원봉사활동은 순차적으로 덜 기여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음.

[그림22] 자원봉사자 인식과 가중치 적용 결과 비교(인프라생태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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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십전략 차원 내 세 가지 목표영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인식과 

전문가 가중치 적용 결과 기여도 인식이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었음.

 -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목표에 대해 자원봉사자 대비 전문가 가

중치 적용 자원봉사활동 기여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높게 나타났

음. 반면, 자원봉사자들의 인식만으로 구성된 원자료에서는 리더십관리 부

분이 가장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타남. 정부의 지역개발에 참

여하여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는 목표에 대해

서는 자원봉사자, 전문가 가중치 적용 결과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23] 자원봉사자 인식과 가중치 적용 결과 비교(리더십전략 영역)

◯ 지역사회 회복력 세부항목 수준에서의 가중치 적용 결과  

- 지역사회 회복력 세부항목 수준에서 전문가 가중치 적용 결과 자원봉사활

동 기여도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나타나고 있음(상위 20위 기준).

- 지역사회 회복력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상위 20위에서 전문가 가중치 조사 

결과에서만 나타난 세부항목은 ‘정부의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와 

투명한 시스템’, ‘응급재난 신고서비스 체계의 원활한 작동’, ‘응급의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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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가중치 적용 원점수(자원봉사자 응답)

세부항목(상위20위)
가중
점수

(100점기준)

순
위

세부항목(상위20위) 원점수
(5점기준)

순
위

위험,재난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제고 2.59 1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제공 4.27 1

지역의 위험과 취약성 파악 2.45 2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에 적극적 참여 4.188 2

주민 건강 위험요소 최소화 2.42 3 효과적인 지역의 위생 관리 4.186 3

안전한 주거 공급, 유지 2.13 4 지역 정체성 및 문화 형성 4.17 4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제공 2.08 5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 4.07 5

지방 정부와 주민 간 소통, 협력 2.07 6 여러 지역들 간 연대 형성 4.04 6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에 적극적 참여 2.06 7 안전한 주거 공급, 유지 4.03 7

지역 내 주민간 연대 형성 2.00 8 생태계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3.98 8

생태계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1.89 9 지역 내 주민간 연대 형성 3.96 9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 1.88 10 지역사회 범죄 예방 3.93 10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 1.87 11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의사소통 3.89 11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81 12 지역 이해관계자들 간 지역의제 협의 3.89 12

지역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와 투명한 실행 1.81 13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88 13

응급재난 신고서비스 체계의 원활한 작동 1.78 14 주민 건강 위험요소 최소화 3.877 14

응급 의료서비스 체계의 원활한 작동 1.74 15 지역의 위험과 취약성 파악 3.875 15

효과적인 지역의 위생 관리 1.72 16 지역사회 치안 유지 3.85 16

지역 정체성 및 문화 형성 1.70 17 지방 정부와 주민 간 소통, 협력 3.84 17

부패 방지와 공정한 사회 1.69 18 정부의 위험 모니터링과 조사 활동 보완 3.83 18

지역사회 치안 유지 1.67 19 새로운 고용시장에 적합한 직업훈련 3.79 19

지역사회 범죄 예방 1.66 20 위험,재난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제고 3.78 20

스 체계의 원활한 작동’, ‘부패방지와 공정한 사회’ ‘지역내 모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 활동이었음.

 - 반면, 전문가 가중치 적용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되 자원봉자들의 응답에서

만 나타난 상위 20위 세부항목은 ‘여러 지역들 간 연대 형성’(지역 내 주

민들간 연대 형성은 전문가, 자원봉사자 모두 상위 20위에 속함), ‘지방정

부와 지역주민 간 소통･협력’, ‘정부의 위험 모니터링과 조사활동 보완’, 

‘새로운 고용시장에 적합한 직업훈련’으로 나타남.

<표21> 지역사회 회복력 세부항목 자원봉사활동 기여도(가중치 적용, 상위2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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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원점수
(5점
척도)

표준
점수
(z)

정규화
지수

(LSM)

100점
환산

가중
점수

위험,재난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제고 3.78 0.35 0.56 75.63 2.59

지역의 위험과 취약성 파악 3.88 -0.03 0.60 77.50 2.45

주민 건강 위험요소 최소화 3.88 -0.17 0.60 77.55 2.42

안전한 주거 공급, 유지 4.04 1.13 0.68 80.75 2.13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제공 4.27 1.86 0.79 85.47 2.08

지방 정부와 주민 간 소통, 협력 3.84 0.54 0.59 76.88 2.07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에 적극적 참여 4.19 -0.51 0.75 83.77 2.06

지역 내 주민간 연대 형성 3.96 -1.84 0.64 79.24 2.00

생태계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3.99 -1.66 0.66 79.79 1.89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 3.73 0.19 0.53 74.58 1.88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 4.07 -0.35 0.70 81.46 1.87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89 0.64 0.61 77.74 1.81

지역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와 투명한 실행 3.73 0.18 0.53 74.53 1.81

응급재난 신고서비스 체계의 원활한 작동 3.76 -0.06 0.55 75.28 1.78

응급 의료서비스 체계의 원활한 작동 3.65 0.67 0.49 72.95 1.74

효과적인 지역의 위생 관리 4.19 1.59 0.75 83.74 1.72

지역 정체성 및 문화 형성 4.17 -0.86 0.74 83.40 1.70

부패 방지와 공정한 사회 3.69 0.05 0.51 73.71 1.69

지역사회 치안 유지 3.86 0.58 0.59 77.17 1.67

지역사회 범죄 예방 3.93 0.82 0.63 78.68 1.66

지역 계획과 개발 전략 상시적 모니터링 3.68 0.05 0.51 73.68 1.63

안전한 식수 공급 3.71 0.13 0.52 74.21 1.57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지역경제 3.76 -0.53 0.54 75.14 1.52

지역 이해관계자들 간 지역의제 협의 3.90 0.70 0.61 77.92 1.50

보호기능이 강화된 구조물 인프라 조성 3.55 0.99 0.44 71.04 1.48

지역이 보유하는 충분한 식량 3.73 0.19 0.53 74.58 1.44

새로운 고용시장에 적합한 직업훈련 3.79 0.39 0.56 75.89 1.44

재난 이후 근로자 지원 3.61 -2.25 0.47 72.26 1.39

정부의 위험 모니터링과 조사 활동 3.83 0.70 0.58 76.67 1.39

여러 지역들 간 연대 형성 4.05 -0.28 0.68 80.94 1.34

재난 도중의 전기수도 등 핵심공공서비스 계획 3.43 -1.21 0.38 68.54 1.34

모든 주민을 포용하는 지역정부의 의사결정 3.61 -1.53 0.47 72.29 1.34

지역사회 주민간 분쟁 해결 3.48 -0.57 0.41 69.62 1.25

기존 자원,에너지 의존도 줄임 3.27 -1.50 0.31 65.42 1.21

정부의 효과적인 재난응급 대응 3.50 0.51 0.42 69.91 1.20

정부의 통합적이고 유연한 토지이용 및 구역계획 3.31 -1.11 0.32 66.11 1.18

공공민간의 연속성 있는 경제 계획 3.58 0.90 0.46 71.51 1.16

지역 경제 생태계 다양성 제고 3.39 1.16 0.36 67.71 1.14

저렴한 에너지의 충분한 공급 3.64 -0.10 0.48 72.71 1.13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의사소통 3.90 -0.16 0.61 77.92 1.09

물리적 구조물 건축관련 법률 재정비 3.13 0.63 0.24 62.50 1.05

지역 간 경제 협력 및 교류 3.66 1.59 0.49 73.13 1.03

지역브랜드 창출 등 투자유도 지역경제환경 조성 3.50 1.54 0.42 70.00 0.96

<표22> 지역사회 회복력 세부항목 자원봉사활동 기여도(가중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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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원점수
(5점
척도)

표준
점수
(z)

정규화
지수

(LSM)

100점
환산

가중
점수

전기수도 공급방식 다양화 3.18 1.24 0.26 63.54 0.96

지역 재정경제 위험요인 완화 3.07 0.30 0.21 61.32 0.94

안전하고 질적인 교통체계 3.33 -1.50 0.34 66.67 0.88

적정가격의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 3.18 -0.74 0.26 63.54 0.73

주민 모두가 이용가능한 통신수단,기술 3.05 -1.02 0.2 61.04 0.71

이동통신 관련 정보와 기술의 보호 3.17 -1.89 0.26 63.33 0.71

지역 금융 시스템 재난 충격 대비 2.93 0.27 0.14 58.68 0.68

 - 한편, 상위20위 지역사회 회복력에 기여하는 세부항목에서 전문가 가중치 

적용 결과는 기여도 면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위험 및 재난에 대한 지역

주민 인식 제고’가 위치한 반면, 자원봉사자 응답에서는 ‘저소득측을 위한 

복지 제공’이 가장 높은 기여도로 나타남. 

 - 이는 회복력 차원 수준에서는 ‘보건복지’를 자원봉사자들이 3순위로 상대

적으로 낮은 기여도 평가하였지만(전문가 가중치는 보건복지 차원이 1순

위였음), 세부항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전히 기존에 주로 하던 사회복지 

영역 자원봉사활동과 유사한 저소득층 복지 제공 활동의 기여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임. 전문가 가중치 적용 결과 역시 지

역의 저소득층 복지 제공은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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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가중치 적용 결과(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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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방 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2차 모델링

 - 앞서 자원봉사자 대상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별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및 

참여도 인식 조사를 통해 본 연구는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1차 모델

링을 실행하였음.

 - 1차 모델링은 기여도와 참여도의 유의한 차이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내 필요성 대비 충분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 

‘자원봉사 비활성화(저개발)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크게 두 유형

으로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들을 그룹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음.

[그림25]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링 (1차)

 - 그러나 본 연구는 자원봉사자 대상 인식조사에 이어 동일한 측정항목들에 

대한 전문가 가중치를 조사함으로써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다소 전문적이어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는 지역사회 회

복력 영역들에서의 기여도를 재산정하는 작업을 거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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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통해 2차 모델링 과정에서는 자원봉사개발이 지역사회 필요에 미치

지 못할 수 있는 비활성화(저개발) 가능성이 높은 영역(A영역)을 보다 세

분화하여 1차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인식을 통하여 발견한 자원봉사 비활

성화(저개발) 가능성 영역을 보다 정교화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작업은 지역사회 회복력에 기여할 수 있는 예방중심의 상시적 자

원봉사활동 우선순위를 단계화하여 한정된 자원 및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

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누구와 협력해야할 것이며, 자원의 배분

을 어디에 우선할 것인가 등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것임.

[그림26]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링 (2차)



예방 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 모델 개발 연구

76

 -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에 대한 예상되는 자원봉사활동의 기여도 대비 참여

정도가 낮아 지역에 충분한 자원봉사개발이 기대될 수 없는 영역(A-1영

역)은 1차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인식을 통해 도출되었음. 이에 이어 2차 

비활성화(저개발) 영역(A-2영역)은 전문가 가중치 조사를 통해 자원봉사자

들이 여러 이유들로 인해 자원봉사활동 기여 정도를 더 낮게 평가했을 가

능성이 있는 세부항목들을 발견하는 과정에 해당함. 

 - 이러한 영역(A-2영역)을 본 분석은 ‘자원봉사 비활성화(저개발) 잠재 영역’

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는 자원봉사자인식 조사에 전문가 가중치를 적용

한 결과 우선순위를 통해 정리하였음.

 - A-1영역, A-2영역, B영역은 지역사회 회복력 전 차원(보건복지, 경제사회, 

인프라생태계, 리더십전략)이 모두 분포되어 있으며, 각 차원별 목표영역

과 세부항목 역시 A-1, A-2, B영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그림27]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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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의 전체구조

 - 자원봉사자 인식조사와 전문가 가중치 분석 결과를 예방중심 재난자원봉

사활동 모델에 적용하여 분포시킨 최종 모델링의 구조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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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취약성 최소화

안전한 주거공급 및 유지

지역환경위생 관리

A-1 생계고용 다양화

저소득층대상 복지제공

A-2 건강생명보호

주민건강 위험요소 최소화

의료응급서비스의 원활한 작동

A-1 법치안전

지역사회 치안 유지

A-1 정체성상호지원

지역정체성 및 문화형성

주민들의 지역문제 참여

유도

[그림29]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우선순위 세부영역(보건복지)

[그림30]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우선순위 세부영역(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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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위험최소화

생태계 중요성 인식 제고

지역의 재닌위험 파악

A-1 핵심서비스제공

생태계 유지 및 보호

A-1 리더십관리

정부의 재난응급체계 보완

정부의 재난위험 모니터링

과 조사 보완

A-1 이해관계자임파워먼트

정부와 지역주민간 소통협

력에 기여

A-2 이해관계자임파워먼트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

의 교육 제공

위험과 재난에 대한 지역사

회 인식 제고

[그림31]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우선순위 세부영역(인프라생태계)

[그림32]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우선순위 세부영역(리더십관리)



예방 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 모델 개발 연구

80

B영역

(가장 바깥 동심원)

A-2영역

(바깥에서 두 번째 동심원)

A-1영역

(가장 안쪽 동심원)

[그림33]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 구조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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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예방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활동 일감 및 사례 

1. 자원봉사자 대상 일감발굴 그룹인터뷰 결과

1) 일감발굴 그룹인터뷰 진행 방식

 - 본 분석은 앞서 1･2차에 걸쳐 도출한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을 정

교화하는 과정을 두었으며, 그 첫 번째 과정으로 현장에서 지역 기반으로 활동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자치구센터 캠프활동가)를 대상으로 도출한 ‘예방중심 재

난자원봉사활동 모델’에 근거하여 일감 발굴을 실행하였음.

 - 자원봉사자 대상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일감 발굴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

로 진행되었음.

 조사 방식 및 일시 : 포커스그룹인터뷰(FGI)와 워크샵 방식을 함께 적용함. 

그룹인터뷰는 자치구 캠프장 그룹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내부직원(재

난･자치구 담당 중심) 대상으로 2회 진행함. 첫 번째 FGI는 연구자들

이 배석한 가운데 워크샵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통해 진행되었음. 캠프

장 대상 FGI 조사는 2017년 11월 6일(월), 내부 직원 FGI는 12월 12일

(화) 진행됨.

 그룹인터뷰 대상 : 첫 번째 FGI는 총 8명의 서울시 자치구 자원봉사센

터 캠프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함. 조사회의에 참여한 캠프장들의 활동 

자치구는 6개의 자치구(금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도봉구, 은평구, 서

초구)임. 본 연구조사 참여자들은 일차적으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협력

사업부의 ‘효과적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사회 포럼’(2017년 

10월 17일)에 참석한 자치구 캠프장 4명과 이에 추가적으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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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의 A-1, A-2 영역 세부항목

보건복지

취약성 최소화
안전한 주거 공급 및 유지

효과적인 지역환경위생 관리

생계고용다양화 저소득층을 위한 효과적인 복지 시스템

건강생명보호
주민 건강위험요소 최소화

응급의료서비스 체계의 원활한 작동

사회경제

법치안전 지역사회 치안 유지

정체성상호지원

지역내 주민간 연대 형성

지역 정체성 및 문화 형성

지역주민들의 지역문제 참여 유도

인프라

생태계

위험최소화
지역의 재난위험 조사 및 파악

생태계 역할(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핵심서비스제공 생태계 유지 및 보호활동

리더십전

략

리더십관리 정부의 재난응급체계 보완

이해관계자임파워먼트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

위험과 재난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정부와 지역 간 협력에 기여

가중치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치구를 통해 추천받은 캠프장 4명으로 구

성하였음. 성별은 남성 3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연령은 

59.86세(최대값:65, 최소값:53)였음. 두 번째 내부 FGI는 센터장, 국

장, 협력사업부(부장, 대리), 조직지원부(부장)을 대상으로 진행함.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일감 발굴 영역 : 그룹인터뷰에서 자원봉사

자들이 일감발굴을 위해 토의할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은 ‘예방중심 재

난자원봉사활동 모델’에서 A-1와 A-2 영역에 속하는, 지역사회 회복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16개 세부항목들임.

2)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일감과 우선순위 과제

 - 본 분석은 캠프장 그룹인터뷰를 통해 크게 제시한 16개 지역사회 회복력 세부

영역 각각에 대해 현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AS-IS)과 앞으로 해

야한다고 여겨지는 활동(TO-BE)으로 나누어 일감을 발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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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목표영역 세부항목 AS-IS TO-BE
우선

순위과제

보건
복지

취약성 
최소화

안전한 주거 공급 및 유지 7

26

3

15

0

3

효과적인 지역환경위생 관리 7 3 0

생계고용다
양화

저소득층을 위한 효과적인 복지 
시스템

4 3 0

건강생명보
호

주민 건강위험요소 최소화 6 4 3

응급의료서비스 체계의 원활한 작동 2 2 0

사회
경제

법치안전 지역사회 치안 유지 4

16

3

13

1

4정체성상호
지원

지역내 주민간 연대 형성 3 3 1

지역 정체성 및 문화 형성 6 3 1

지역주민들의 지역문제 참여 유도 3 4 1

인프라
생태계

위험최소화
지역의 재난위험 조사 및 파악 4

12

4

8

4

4
생태계 역할(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3 1 0

핵심서비스
제공

생태계 유지 및 보호활동 5 3 0

리더십
전략

리더십관리 정부의 재난응급체계 보완 1

16

5

11

2

5이해관계자임
파워먼트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

8 0 0

위험과 재난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2 6 3

정부와 지역 간 협력에 기여 5 0 0

 - 또한 현행 자원봉사활동과 향후 자원봉사활동을 통괄하여 중요도도 높고 주민

들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을 제한적인 수(5가지)를 두

어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토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두었음.

 - AS-IS 활동, TO-BE 활동, 우선순위 활동, 세 단계로 나뉘어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일감이 무엇인가를 발굴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23>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일감 분포(1차 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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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목표영역 세부항목 우선
순위과제

보건
복지

취약성 
최소화

안전한 주거 공급 및 유지 -

효과적인 지역환경위생 관리 -

생계고용다
양화

저소득층을 위한 효과적인 복지 시스템 -

건강생명보호 주민 건강위험요소 최소화

 재난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재난 대비 키트 만들어 보급

 재난 지도 필요(재난 발생시 연락처 

안내 포함)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캠프장) FGI 결과,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에서 현재 활동 

중인 자원봉사활동은 ‘보건복지 차원’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으며 향후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일감도 ‘보건복지 차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앞서 

설문조사한 자원봉사자 인식조사나 전문가 가중치 조사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6). 

 - 인프라･생태계 차원에서 현행･향후 일감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마찬

가지로 자원봉사 인식조사와 전문가 가중치 조사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향후 일감 모두를 통틀어 이 중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순위 

과제를 도출한 결과는 보건복지, 경제사회, 인프라생태계, 리더십전략 차원 모

두 고르게 나타났음. 

 - 특히 우선순위 과제가 속한 각 차원의 목표영역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발굴 

일감들이 재난에 보다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상시적인 시민들의 활동

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에서 재난예방에 기여하는 효과적

인 자원봉사활동 욕구와 필요성 인식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최종적으로 발굴된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일감(70개)은 다음과 같음.

<표24>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일감 우선순위 과제

6) 자원봉사자들이 각 세부영역에 대해 발굴한 일감들이 각 영역 간 충분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 채 자

유롭게 브레인스토밍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영역에서 차원에 이르는 일감의 구분을 명확히 구분지어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둠. 따라서 본 절에서의 정보는 그룹인터뷰 결과 최종 우선순위 일감을 발

굴하는 과정을 기술하는 나열이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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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목표영역 세부항목 우선
순위과제

응급의료서비스 체계의 원활한 작동 -

사회
경제

법치안전 지역사회 치안 유지

 어른, 청소년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야간 순찰, 방범 

활동(세대통합적 접근 필요)

정체성상호
지원

지역내 주민간 연대 형성
 생활 속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 

지역 정체성 및 문화 형성
 재난 대비용 연극을 만들어 

재난예방문화를 홍보

지역주민들의 지역문제 참여 유도
 동단위 재난재해 연락체계와 지도 

만들기 

인프라
생태계

위험최소화

지역의 재난위험 조사 및 파악

 안전 분야별 모니터단 만들고 활동 

 안전 모니터링 (위험지도 만들기) 

 행정에 지역위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요청

 필요한 재난재해구호 물품 행정에 

요청 

생태계 역할(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핵심서비스
제공

생태계 유지 및 보호활동 -

리더십
전략

리더십관리 정부의 재난응급체계 보완
 재난 발생시 대피시설 홍보

 주말 공휴일 긴급구호체계 구축 

이해관계자임
파워먼트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 -

위험과 재난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재난 시 대피시설 및 대피경로 

알리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재난 

대비(훈련과 준비)

 우리 지역에 맞춰진 재난 대비 홍보 영상  

정부와 지역 간 협력에 기여 -

 -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우선순위 일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해당 목표영역 및 세부항목 : 주민건강생명보호(주민건강위험최소화), 

법치안전(지역사회치안유지), 정체성상호지원(지역주민간연대형성,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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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및 문화 형성, 지역주민들의 지역문제 참여 유도), 지역위험최

소화(지역의 위험과 취약성 파악), 리더십관리(정부의 응급재난체계 보

완), 이해관계자임파워먼트(위험과 재난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그룹인터뷰에서 가장 많은 중요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제 우

선순위 과제로 선정된 활동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들

은 대개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정보･지식에 대한 지역사회 욕구

를 반영하고 있음. 

 첫째,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의 재난 및 위험에 대한 정

보를 충분히 알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욕구가 매우 컸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발굴하였음.

 ‘재난 지도 만들기(재난 발생시 연락처 안내 포함)’ 

 ‘동단위 재난재해 연락체계와 지도 만들기’ 

 ‘안전 모니터링하고 위험지도 만들기’

 ‘안전 분야별 모니터단 만들고 활동하기’

 ‘행정에 지역위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요청하기’

 한편, 지역의 잠재적 위험 및 재난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자 하는 

욕구는 자발적인 자신들의 자원봉사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

부(행정)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별도의 자원봉사활동으

로 인식하고 있었음. 이러한 공공정책 결정 및 실행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기존 서비스 

전달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파악됨.

 둘째, 다음으로 지역주민들은 재난 발생 시 어떻게 대피할 수 있느지를 

알고자 하는 욕구와 이를 혼자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효과

적인 재난대비가 가능하다는 인식 역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필

요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발굴 필요성도 공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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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하기’ 

 ‘우리 지역에 맞춰진 재난 대비 홍보 영상’ 만들기‘ 

 ‘재난 발생시 대피시설 홍보하기’

 ‘재난 시 대피시설 및 대피경로 알리기’

 ‘재난 대비 키트 만들어 보급하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재난 대비책 마련하기(훈련과 준비)’

 ‘주말 공휴일 긴급구호체계 구축하기(민관협력)’

 ‘필요한 재난재해구호 물품 행정에 요청하기’ 

 셋째,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에 재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시적 노

력과 상시적 연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즉각적 재난

대비보다는 보다 예방에 가까운 상시적인 자원봉사활동, 연대 형성 자체

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우선수위가 높은 과제로 발굴하였음.

 어른, 청소년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야간 순찰, 방범 활동하기(자원봉사

활동의 세대통합적 접근 강조함)

 생활 속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하기 (주민간연대형성)

 재난 대비용 연극을 만들어 재난예방문화를 홍보하기(형성하기)

 - 그러나 우선순위 과제로 그룹인터뷰 자원봉사자들이 선택한 일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향후 필요하다고 의견수렴된 미래 자원봉사활동 과제(AS-IS)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됨7). 

  - 미래과제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업이나 지역 의료기관(병원)과의 협력체계 형

성이 자원봉사활동 일감으로 나타나거나, 지역 내 민간영역에서의 재난예방 

및 대비 사례 공유 등의 학습 네트워크 운영 등이 자원봉사활동 과제로 나타

나고 있다는 점임. 

7) 본 조사에 모든 자치구가 참여하지 않아 미래과제 중 어떤 부분은 이미 실행 중인 경우, 혹은 현행 
자원봉사활동이 다른 자치구에서는 미래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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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그간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경험 결과 정부의 관주도적 행정행위 방식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그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의 과

제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내용이었음.

  -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향후 필요한 미래 자원봉사활동 일감 리스트는 다

음과 같음(◎는 우선순위과제로 선정된 일감을 의미함).

 안전한 대피로 갖춘 주택 건축(아파트 포함)을 위한 의견 개진(민관협력)

 수목 꽃길 가꾸기

 동네 게스트 하우스 중비 중

 대학로 연극인들을 위한 연습 공간 마련

 푸드뱅크

 토즈 형태의 멘토링 공간 마련 중

 재난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재난 대비 키트 만들어 보급 (◎)

 비상시 전력, 물, 교통 수단 사용 방법 교육

 재난 지도 필요(재난 발생시 연락처 안내 포함) (◎)

 지역 소외계층에 중점을 둔 심폐소생술 교육

 지역 병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재난대비 도구

 어른, 청소년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야간 순찰, 방범 활동 (◎)

 의용소방 관제

 공원 내 흡연자 계도

 경로당 어르신들의 어린이집 방문 프로그램(동화 할머니)

 우리 동네 문화축제 활성화 (분기별, 월별)

 관 주도의 행정 탈바꿈

 연1회 타 마을 봉사단과의 유대 강화, 연합 봉사 프로그램 진행

 재난 대비용 연극을 만들어 재난예방문화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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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문화지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로 재난 대비체계 구축

 동네 방재 홍보단을 통해 정기적 사례 공유(지역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예방대비 필요성을 느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속 행동나누기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많이 개최)

 동단위 재난재해 연락체계와 지도 만들기  (◎)

 마을 겨울철 눈사태 대비

 폭력지도 안전길 만들기(학생들의 모임터)

 행정에 지역위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요청(◎)

 필요한 재난재해구호 물품 행정에 요청 (◎)

 환경 중요성 교육이 필요

 생태 지표 식물 및 어류 조사하기

 캠프, 지역주민, 기업이 함께 하는 생태계 보호 활동

 구청에 수질 검사 의뢰

 지역주민들에게 재난재해 지도 등급별 알리기(우리동네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지역적 응급체계 수립 및 활성화하도록 의견 제시

 주택가 전기줄 등 화재위험요인 관리 청구

 ‘생명망으로 연결한다:Link56(2018년)’ (준비 중)

 주말 공휴일 긴급구호체계 구축 (◎)

 상시적인 메시지로 재난응급체계 보완에 대한 인식 개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재난 대비(훈련과 준비) (◎)

 각 가정에 재난시 필요한 비상식량과 용품 준비

 지진 발생 지역에 홍보관 설치하여 교육  

 우리 지역에 맞춰진 재난 대비 홍보 영상  (◎)

 사고 빈발 지역 오토바이 안전운행 교육 및 교통 안전 문화 확산

  - 이미 실행하고 있는 회복력 영역별 재난자원봉사활동(AS-IS)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상당한 네트워킹, 자원개발 활동이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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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이러한 활동은 특히 지역사회 병원과의 연계협력

에서 두드러졌으며 보건복지 차원의 건강생명보호 목표영역에 해당하는 활동

으로 공유되었음.

 우울증 예방 위한 정서지원 활동

 예방접종 안내 및 질서 유지

 치매지원센터 이용 안내

 병원 네트워크 사업(진료비 디스카운트, 연계 및 후원금 개발)

 환자 발생 시 응급실 동행 (캠프-주민센터 협력)

 지역 병원과 협력하여 노인 틀니 지원사업

  - 또한 보건복지 차원에서 인간 삶의 취약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주거 공급 및 

유지 목표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서비스나 자원 제공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대한 정부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등 이미 선제적으로 다양

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주거 정비 및 취약지역 임대료 하향 노력

 고시원 탈출을 도움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작업

 주민이 주도하는 임대 아파트 보급 및 관리

 벽지, 장판 교체

 계단 미끄러짐 방지(테이프 붙이기)

 저가 주책 공용 사용(청년+노인) 권장하기

  - 리더십전략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정책과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임파워링하며 지역개발계획에 참여해야한다는 인식 및 실제 

노력들이 다양하게 공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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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이 자기 주장에 앞서 서로 소통하는 문화 형성 노력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

 찾동을 통한 살핌과 나눔 협력

 공동체 활성화를 주민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음(공무원 참여,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주고 함께 하는 모임)

 주민센터와 적극적으로 대화

 주민이 주도하는 임대 아파트 보급 및 관리

 - 이상 발굴한 자원봉사활동 일감들은 ‘예방 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에서 자

원봉사 비활성화(저개발) 가능성이 높은 두 영역(A-1,A-2)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발한 것들이며, 본 조사를 통해 발굴한 이러한 일감들은 향후 각 지역의 맥

락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함으로써 충분히 지역사회가 회

복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지역사회 회복력을 유지하고 강화해나가는 일은 정부･시장･시민사회를 아루르

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역할을 필요로 함. 이러한 가운데, 모든 지역

사회 회복력 영역을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을 할 

수도 없음. 따라서 가능한 정보와 근거에 기반하여 시민사회 그리고 그 중에서

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할 수 있는 영역과 구체적 활동은 무엇인지를 구분하

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러한 의사결정의 일환으로 본 조사는 ‘예방 

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모델’에 입각하여 활동 일감을 조망해 보았음.

 - 한편, 발굴한 일감의 우선순위 과제들이 1차 FGI 참여자 편향으로 인해 누락된 

과제들이 있을 수 있어, 추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내부 FGI를 통해 정책적 우

선순위 과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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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목표영역 세부항목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책적 우선순위과제

보건
복지

취약성 
최소화

안전한 주거 공급 및 유지
 빈집 활용한 주거 제공

 빈집 철거

효과적인 지역환경위생 관리

 쓰레기 지도 조사

 동물복지 실태 조사

 골목길 환경 개선

생계고용다
양화 저소득층을 위한 효과적인 복지 시스템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를 통한 

포용적 일자리 창출

건강생명보호
주민 건강위험요소 최소화

 간병인 봉사자 파견

 공공보건 네트워크 구축

 노인돌봄사업 육성

 성인병 예방

 음식안전(GMO 등) 대응

 미세먼지 대응

 혹서･혹한기 피난처 제공

 영양상태 점검 및 교육

 식생활 교육

응급의료서비스 체계의 원활한 작동  1차 FGI(캠프장 대상) 참고

사회
경제

법치안전 지역사회 치안 유지  교통질서 지키기

정체성상호
지원

지역내 주민간 연대 형성  동네 사랑방 만들기

 문화 동아리 결성

 마을 SNS 만들기지역 정체성 및 문화 형성

지역주민들의 지역문제 참여 유도

 주민자치 활동 참여

 마을계획 수립

 참여예산제도 활용

인프라
생태계

위험최소화
지역의 재난위험 조사 및 파악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교육, 

정보제공

생태계 역할(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생태 조사

핵심서비스제공 생태계 유지 및 보호활동  외래식물 제거

리더십
전략

리더십관리 정부의 재난응급체계 보완  재난재해 매뉴얼 공유 및 정보제공

이해관계자임
파워먼트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

 유치원부터 재난교육 실시

 평생학습 연계 사업

 마을청소년 봉사학습

위험과 재난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1차 FGI(캠프장 대상) 참고

정부와 지역 간 협력에 기여

 찾동/주민자치회/사회단체/재난대응

단체/직능단체/동아리 등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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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 영역 현재 진행 중인 활동(as-is) 향후 필요한 활동(to-be) 우선순위 자원봉사활동

보

건

복

지

취약성

최소화

안전한 주거 

공급 및 유지

 주거 정비 및 취약지역 

임대로 하향 노력

 고시원 탈출 이야기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작업

 주민이 주도하는 임대 아파트 

보급 및 관리

 벽지, 장판 교체

 계단 미끄러짐 방지(테이프 

붙이기)

 저가 주책 공용 

사용(청년+노인) 권장하기

 동네 게스트 하우스 준비 중

 안전한 대피로 갖춘 주택 

건축(아파트 포함)을 위한 

의견 개진

 빈집 활용한 주거 

제공

 빈집 철거

효과적인 

지역환경위생 

관리

 공원 유지 관리

 하천물 청소, 흙공 던지기, 

EM 정화활동

 연막 소독

 상하수도 정화조 문제 

해결(재생사업)

 하천 외래 식물 제거

 집안, 지역 청소

 안전한 대피로 갖춘 주택 

건축(아파트 포함)을 위한 

의견 개진

 수목 꽃길 가꾸기

 쓰레기 지도 조사

 동물복지 실태 조사

 골목길 환경 개선

<표25> 회복력 영역별 자원봉사활동 일감 발굴(캠프장･SVC FGI 종합)
(우선순위 과제에서 (◎)는 캠프장 FGI 결과, 나머지는 SVC FGI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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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 영역 현재 진행 중인 활동(as-is) 향후 필요한 활동(to-be) 우선순위 자원봉사활동

 쓰레기 분리 수거

생계

고용

다양화

저소득층을 

위한 효과적인 

복지 시스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복지 

급여 안내

 추석 선물 만들어드리기

 벼룩시장 수익금 기부

 취약계층 대상 음식 

제공(도시락, 떡국, 김치, 

보양음식 등)

 대학로 연극인들을 위한 연습 

공간 마련

 푸드뱅크 준비 중

 토즈 형태의 멘토링 공간 

마련 중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를 통한 포용적 

일자리 창출

건강

생명

보호

주민 

건강위험요소 

최소화

 해충 관리(모기 퇴치제 만들기, 

방역사업 참여) 활동

 우울증 예방 위한 정서지원 

활동

 예방접종 안내 및 질서 유지

 치매지원센터 이용 안내

 병원 네트워크 사업(진료비 

디스카운트, 연계 및 후원금 

개발)

 위험지역 시설 보수 및 안내

 재난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

 재난 대비 키트 만들어 보급 

(◎)

 비상시 전력, 물, 교통 수단 

사용 방법 교육

 재난 지도 필요(재난 발생시 

연락처 안내 포함) (◎)

 간병인 봉사자 파견

 공공보건 네트워크 

구축

 노인돌봄사업 육성

 성인병 예방

 음식안전(GMO 등) 

대응

 미세먼지 대응

 혹서･혹한기 피난처 

제공

 영양상태 점검 및 

교육

 식생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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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 영역 현재 진행 중인 활동(as-is) 향후 필요한 활동(to-be) 우선순위 자원봉사활동

 재난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

 재난 대비 키트 

만들어 보급 (◎)

 재난 지도 필요(재난 

발생시 연락처 안내 

포함) (◎)

응급의료서비

스 체계의 

원활한 작동

 환자 발생 시 응급실 동행 

(캠프-주민센터 협력)

 지역 병원과 협력하여 노인 

틀니 지원사업

 지역 소외계층에 중점을 둔 

심폐소생술 교육

 지역 병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재난대비 도구

N.A.

사

회

경

제

법치

안전

지역사회 치안 

유지

 청소년 폭력 예방 활동

 골목길 순찰

 보안등, cctv 설치 

제안(주민센터에 청원)

 우범지역 없애기

 어른, 청소년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야간 순찰, 방범 

활동 (◎)

 의용소방 관제

 공원 내 흡연자 계도

 교통질서 지키기

 어른, 청소년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야간 순찰 (◎)

정체성 

상호

지원

지역내 주민간 

연대 형성

 주민을 위한 서로의 

상호작용이 필요하여 세미나 

제공

 경로당 어르신들의 어린이집 

방문 프로그램(동화 할머니)

 우리 동네 문화축제 활성화 

 동네 사랑방 만들기

 문화 동아리 결성

 마을 SNS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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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공동체 회의

 생활 속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 (◎)

(분기별, 월별)

 관 주도의 행정 탈바꿈

 생활 속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 (◎)

 재난 대비용 연극을 

만들어 

재난예방문화를 홍보 

(◎)

지역 정체성 

및 문화 형성

 지역 역사 중요성을 인식하는 

탐방 프로그램

 책 읽어주는 작은 도서관, 

독서 캠프

 지역축제, 바자회 

자원봉사활동

 협동조합 만들어서 활동

 벽화마을 활성화

 틈새 계층 돕기와 네트워크

 연1회 타 마을 봉사단과의 

유대 강화, 연합 봉사 

프로그램 진행

 재난 대비용 연극을 만들어 

재난예방문화를 홍보 (◎)

 지역 문화지도 만들기

지역주민들의 

지역문제 참여 

유도

 이웃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능기부자 발굴

 벼룩시장 운영

 하천정화 활동

 공동체 활성화로 재난 

대비체계 구축

 동네 방재 홍보단을 통해 

정기적 사례 공유(지역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예방대비 필요성을 느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속 행동나누기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많이 개최)

 주민자치 활동 참여

 마을계획 수립

 참여예산제도 활용

 동단위 재난재해 

연락체계와 지도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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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단위 재난재해 연락체계와 

지도 만들기  (◎)

인

프

라

생

태

계

위험

최소화

지역의 

재난위험 조사 

및 파악

 노약자와 어린이를 위한 

안전지도 만들기

 안전 분야별 모니터단 만들고 

활동 (◎)

 오래된 축대와 산사태의 방지 

대책 파악

 안전 모니터링 (위험지도 

만들기) (◎)

 마을 겨울철 눈사태 대비

 폭력지도 안전길 

만들기(학생들의 모임터)

 행정에 지역위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요청(◎)

 필요한 재난재해구호 물품 

행정에 요청 (◎)

 안전 분야별 모니터단 

만들고 활동 (◎)

 안전 모니터링 

(위험지도 만들기) (◎)

 행정에 

지역위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요청(◎)

 필요한 재난재해구호 

물품 행정에 요청 (◎)

생태계 

역할(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청소년들에게 환경보호 교육

 주민 및 청소년 벼룩시장 

운영(자원의 중요성)

 나눔 장터(자원의 순환)

 환경 중요성 교육이 필요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교육, 

정보제공

핵심

서비스

제공

생태계 유지 

및 보호활동

 하천 살리기 활동

 하천 정화활동, 모니터링

 장마철 대비 하수구 작업

 나무심기 및 관리 활동

 생태 지표 식물 및 어류 

조사하기

 캠프, 지역주민, 기업이 함께 

하는 생태계 보호 활동

 외래식물 제거

 지역생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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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제품 만들기

 지역인근 산 환경 지키기
 구청에 수질 검사 의뢰

리

더

십

전

략

리더십 

관리

정부의 

재난응급체계 

보완

 재난 발생시 대피시설 홍보 

(◎)

 지역주민들에게 재난재해 

지도 등급별 

알리기(우리동네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지역적 응급체계 수립 및 

활성화하도록 의견 제시

 주택가 전기줄 등 

화재위험요인 관리 청구

 ‘생명망으로 

연결한다:Link56(2018년)’ 

준비 중

 주말 공휴일 긴급구호체계 

구축 (◎)

 재난재해 매뉴얼 

공유 및 정보제공

 재난 발생시 

대피시설 홍보 (◎)

 주말 공휴일 

긴급구호체계 구축 

(◎)

이해

관계자 

임파워

먼트

모든 

지역주민들에

게 양질의 

교육 제공

 방과후 청소년 학습지도 

 주민대상 마음치유 명상의 

시간

 아이들과 놀이아트, 자연놀이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손수건만들기, 일회용 휴지 

 N.A.

 유치원부터 재난교육 

실시

 평생학습 연계 사업

 마을청소년 봉사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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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기)

 재활용 교육

 웃음치료

 노인 인문학 교육 (시민사회 

기초 놓기)

 다문화 초등학생 위한 학습 

멘토링

위험과 재난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기후환경 기반조성(워킹그룹, 

아카데미 운영)

 재난 시 대피시설 및 

대피경로 알리기 (◎)

 상시적인 메시지로 

재난응급체계 보완에 대한 

인식 개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재난 

대비(훈련과 준비) (◎)

 각 가정에 재난시 필요한 

비상식량과 용품 준비

 지진 발생 지역에 홍보관 

설치하여 교육  

 우리 지역에 맞춰진 재난 

대비 홍보 영상  (◎)

 사고 빈발 지역 오토바이 

 재난 시 대피시설 및 

대피경로 알리기 (◎)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재난 대비(훈련과 

준비) (◎)

 우리 지역에 맞춰진 재난 

대비 홍보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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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 교육 및 교통 안전 

문화 확산

정부와 지역 

간 협력에 

기여

 민관이 자기 주장에 앞서 

서로 소통하는 문화 형성 

노력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

 찾동을 통한 살핌과 나눔 

협력

 공동체 활성화를 주민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음(공무원 참여,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주고 함께 하는 

모임)

 주민센터와 적극적으로 대화

 N.A.

 찾동/주민자치회/사회

단체/재난대응단체/직

능단체/동아리 등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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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회복력 영역 : 인프라생태계-위험최소화-지역의 위험성과 취약성 파악

‘폭우피해지도’ 만들기

(2011년 7월 28일 서울지역 폭우에 대한 시민들의 온라인 자원봉사활동)

2011년 7월 28일 서울시는 국지적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였다. 이에 서울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침수 피해지역의 위치와 현황을 SNS로 전파하였다. 그 결과는 인터

넷상의 지도에 집계되어 SNS를 이용한 시민의 침수 지도를 완성하였다. 시민의 자

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침수지도는 실시간으로 전파되면서 해당지역 시민의 침수 

대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27일 폭우가 쏟아지자 다음 아고라를 중심으로 '폭우 피해 지도'를 제작하자는 의

견들이 올라왔다. 이 폭우피해지도는 3명이 공동작업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구글맵

스'에 네티즌들은 잇따라 폭우 피해 상황을 올리고 지도화했다. 2011년 7월 29일 

기준으로 263,682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폭우지도에는 대치역 사거리 침수, 사당역 사거리 침수, 남산1호 터널안, 구로

디지털단지역, 내방역, 연세대 새천년관 1층 완전 침수, 테헤란로 서이초교 사거리,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 숲 앞 대로 침수, 강남역 5번 출구 앞 술립 골목, 삼성역 

물바다, 서울역,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 앞, 광명시 복개천 삼거리, 방배역 물

난리, 물에 잠긴 탄천, 석계역 굴다리, 폭우에 휩싸인 올림픽 대로, 석수역 옆 도

로, 신대방역 도로파괴, 은마아파트, 잠실역 아침 출근길 역류하는 하수구, 신림역 

근처 도림천다리, 예술의 전당 앞 등 수 백 곳에서 폭우피해지도 사진과 위치정보

를 넣어서 우왕좌왕하는 서울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2. 예방 중심 재난관리 시민참여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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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서 28일 오후 2시 현재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약 80여개 침수지역 소식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사당사거리의 침수 피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변화였다. 무엇보다 사진과 

함께 전달되는 Social Media를 통한 정보는 사용자가 도심지의 침수지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시간의 절약이 가능했다. 이와 더불어 

수해 정보를 한곳으로 집중시켜 사용자들이 집중호우 지도를 직접 만들어 각종정

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형식의 시민 참여 방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료출처: 

장면준·강창덕,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민참여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상과 정책과제”, 

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4호, 2012.12, 247-262 (16 pages)

“트위터 '품앗이 생중계'는 이어진다”, 머니투데이, 2011.07.2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72810222507148&outlink=1&ref=http%

3A%2F%2Fsearch.naver.com

“100년 빈도 폭우라고? 다음 아고라와 네티즌들이 만든 폭우피해 지도”, 매일신문 

,2011-07-29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 인프라생태계-위험최소화-지역의 위험성과 취약성 파악

미국 ‘워키토키앱 젤로’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위험관리 사례)

지난달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남부를 강타했다. 뒤이어 최근 허리케인 어마

도 미국 플로리다 주에 상륙한 상황. 수십 명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

하고 도시가 망가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만들어진 스마트폰 앱 '젤로'는 주로 구조대원들이 사용해온 무료 워키토

키(휴대용 무전기) 앱이다. 젤로는 통신 네트워크나 와이파이에 연결만 되면 스마

트폰을 무전기 또는 쌍방향 라디오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용자

들이 앱에 가입해 개인 계정을 만들면 다른 이들이 만든 채널에 접속할 수 있다. 

채널에 접속해 음성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리고 다

른 곳에서 벌어지는 위험상황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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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신문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 구조 

작업 때 이 앱이 큰 활약을 했다. 구조 요청이 많아 전화 연결이 잘되지 않는 상

황에서 사람들이 앱을 이용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자원봉사단체 '케이즌 네이비'는 

현재 젤로 내에 '텍사스 수색 및 구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주 텍사스

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 구조 작업 때도 온라인 자원봉사단체 '케이준 네이비', '

하비 동물 구조'의 대원들이 이 앱의 공유 채널을 통해 정보교환을 했다. 

이후 텍사스 구조단체와 휴스턴 지역의 조산사 그룹 등도 이 앱에 자신들의 채널

을 생성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구조단체 대원들이 이 앱의 채널

을 통해 정보를 교환했다. 이 채널을 통해 사람들이 위험 상황을 알리고 구조가 필

요한 사람이나 동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하비에 이어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 동남부 지역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소

식이 전해지면서 '젤로'는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자료출처: 

“美 잇단 허리케인에 워키토키 앱 '젤로' 다운로드 1위”, 연합뉴스, 2017/09/0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7/0200000000AKR201709

07007300091.HTML?input=1195m

“美허리케인 '하비' 무전앱·온라인지도가 '생명줄'”, 뉴스원, 2017-08-29

http://news1.kr/articles/?3086532

네이버.“허리케인 구조에서 활약한 앱과 드론”, http://blog.naver.com/kidsdonga? 

Redirect=Log&logNo=221096094641, (2017.10.11)



예방 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 모델 개발 연구

104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 : 인프라생태계-위험최소화-지역의 위험성과 취약성 파악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국제시민의 위기관리 : Safecast

2011년 3월 11일 일본 연안 태평양 앞바다에서 거대 해저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의 규모는 9.1로 일본 근대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 지진과 이후 

닥친 쓰나미와 여진으로 인해 동일본 일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약 1만6천 명 

사망, 2천5백 명 실종, 23만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쓰나미로 인해 여러 원자력 

발전소가 일어났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이

다. 이 사고는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기록되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

과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의 최고 단계를 기록할 정도의 악재였다. 이 사고

로 인해 대기, 지하수, 바다로 방사능이 누출되어 일본시민 모두가 방사능 오염으

로 피해를 겪고 있었다.

참여주체(인원,지역)

IT 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션보너(Sean Bonner), 피터 프랑켄(Pieter Franken), 조

이 이토(Joi ito))는 일본의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고, 일본의 방사능 누출정보를 수

집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후 세계 각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여 대지진 1주일 만에 세이프캐스트(Safecast)라는 자발적 조직이 

탄생했다. 2016년 기준 40여 명의 전문가가 팀을 이뤄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다

활동내용

세이프캐스트의 활동은 방사능 측정기를 사들이는 것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전세계

적으로 방사능 측정기는 재고가 부족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이프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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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접 새로운 방사능 측정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세이프캐스트가 개발한 방사능 

측정기는 ‘가이거 카누언(Geiger counter)’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카메라 크기에 

GPS가 내장되었다. 이 측정기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주행하면 주변의 방사능 농도

를 측정하여 내장된 SD카드에 저장된다. 저장된 정보를 이용자가 세이프 캐스트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세이프캐스트가 올라온 정보를 바탕으로 방사능 누출정보를 

나타내는 지도를 만들어낸다. 이용자들이 정보를 올릴 때마다 지도는 끊임없이 갱

신되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방사능 누출지도

를 제공한다. 

 <세이프캐스트가 제공하는 방사능 누출정보 지도>

주요 성과 및 시사점

세이프캐스트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활용하는 ‘직접 소통형 참여구조(ad-hoc 

voluntary structure)”를 채택해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있다. ‘애드 혹 네트워크(ad-hoc network)’는 기지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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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끼리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의미

한다. 이 개념에서 차용한 참여구조는 새로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단위를 

만들지 않고 사람들의 자벌적인 참여에 기반한 개방형 구조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세이프캐스트의 목표에 공감하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

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공동 설립자인 조이 이토는 공동작업으로 탄생한 세이프캐스트의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 및 소유권 없음(No Right Reserved)’를 적용하도록 했다. 조이 이토의 결

정을 통해 참여구조와 같은 맥락으로 마찬가지로 결과물에 대해서도 누구나 원하

는 만큼 세이프캐스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세이프캐스트를 

만들고 개선해나가는 중에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활동하는데 유연하

게 연결되어 협업할 수 있게 됐다. 

 

자료출처: 세이프캐스트 웹싸이트 – https://blog.safeca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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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회복력 영역 : 사회경제-정체성상호지원-지역 정체성 및 문화형성

뚝딱뚝딱 예술창고: “내가 가꾸는 공동체, 민주주의를 꽃피게 하다”

광산구 신가동에 자리한 농협 폐창고가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채워지는 문화공간으

로 변신했다. ‘뚝딱뚝딱 예술창고’가 그곳이며 이 예술창고는 무엇인가가 늘 만들어

지고 있는 공간이다. 예술창고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쥐가 드나들던 비아농협의 

폐창고였다. 뚝딱뚝딱 예술창고는 비아농협 소유의 빈 창고를 비아 농협과 신가동 

주민들이 공간 나눔 형태로 계약을 맺고,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꾸며 탄생했

다. 이는 광산구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14개의 마을 플랫폼 중 하나

로, 현재 마을 공동체 공유 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되었다. 예술창고를 

기획한 하정호 마당집 대표는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움직임이 예술창고를 탄생시켰다” 고 설명했다. 뜻이 모이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비아 농협에서는 문화 공간 마련에 필요한 50평의 농협 

창고를 무상으로 대여해줬고 지난해 6월부터 예술창고로의 변신에 첫발을 뗐다.

예술창고에 들어서면 거대한 공룡과 뒤를 따르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타일 벽화

가 눈에 띈다. 공간의 콘셉트인 ‘마법에 빠진 공룡을 구하라’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여기서 공룡은 마을을 의미하고 공룡을 구하기 위해 나선 아이들은 신가

동 주민들의 모습이 투영돼 표현됐다. 빈 깡통으로 만든 로봇, 부서진 타일로 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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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은 벽화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곳의 모든 작품들은 아이들의 손을 거쳐 완

성된다. 재료 수집부터 밑그림 그리기, 색 채워 넣기 등 아이들이 주가 돼 작업을 

하면 작가들이 보조해주는 식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면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예술창고로 몰려온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상상을 현실로 풀어 놓는다. 재료가 부족

하면 작가들과 함께 고물상에 가 빈병, 병뚜껑, 깨진 양동이 등 작품이 될 만한 것

들을 골라온다. 이곳에서는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제한이 없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없다. 그저 예술창고는 자유롭게 상상하고 재미있게 놀다가는 곳

을 제 1목표로 하는 공간이다. 

신가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폐창고였던 공간이 마을 플랫폼으로 선정되어 

마을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다. 신가동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일

구어낸 성과이므로, 여기 주민들은 이 공간을 더 아끼고 특별한 곳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곳을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는 향상되었다. 따라서 시민

참여는 국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깨

달아 실천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samsunggreencity.com/845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 : 사회경제-법치안전-지역사회 치안 유지

“부엉이 네트워크 100”

주관 또는 주체

2013년 7월 안전행정부(현 국민안전처)는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안전 거버

넌스 정책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지역 중심의 종합적 안전관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마을 만들기와 지역 안전 개선 사업을 결합한 주

민 주도형 안전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먼저 시작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지

역을 대상으로 공모하였다. 사업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수원시 송죽동 

안심마을, 광주광역시 봉선 1동 안심마을,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안심마을 등 세 



제3장 예방 중심 자원봉사활동 모델링

109

곳을 우수 안심마을로 선정하였다. 세 개 우수마을은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을 지

니고 있었으나, 최종평가에서 지역 거버넌스가 실제적으로 작동하였으며 사업 내용

적 측면에서도 안전개선 효과가 우수했던 것으로 평가된 지역이다.

 

활동 지역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 1동은 1980년대에 개발되어 아파트 단지 37개 동과 단독

주택이 밀집한 대규모 주거 지역으로 안심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는 2014가구의 

4139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한 곳이 위치하고 있으

며 광주광역시 내에서 교육특구로 알려져 있다. 전반적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

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범죄의 위험이 있으며 

연간 300건 이상의 5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도 하였다. 

실제로 내가 초등학교까지 살았던 곳이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많고 상점들이 많

았지만 곳곳에 어둡고 좁은 곳이 있어서 저녁이 되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 컸던 곳이었다. 또한 인도가 너무 좁고 그에 비해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차도

가 2차선 정도 밖에 안 되는 곳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많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짧은 거리에 같이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대부분 그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이와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였던 곳이었다. 동시에 

독거노인이 600명, 차상위 계층이 490가구, 기초 생활수급 가구가 391가구에 이

르는 등 복지수요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린이, 학생, 노인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안전개선 사업이 필요한 마을이었다. 

 

활동 혹은 프로그램 명과 내용(활동기간, 참여인원)

이런 상황에서 2013년 6월 봉선1동 주민들은 “우리 손으로 안전한 마을을 만들

자”며 자발적으로 모였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에 ‘안심마을’ 사업 대

상지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해 10월에 지정됐으며 정부는 이들 마을에 5억~6억 원

씩 사업비를 지원했다. 정부 지원에 따른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

에 봉선1동 주민들은 적극 움직였다. 안전 관련 사업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주

민자치회가 주도했으며 주민 54명이 치안순찰대를 조직했고 매일 오후 8시부터 1

시간30분간 2개 조로 나눠 지역을 순찰했다. 다른 안심마을에서 순찰대로 조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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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구성원들이 순찰을 담당하였던 반면, 봉선 1동에서는 열린 참여 방식으로 자

유롭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주민자치회, 통장단, 새마을부녀회가 주축이 되고 지구

대와 협력하여 순찰활동을 하는데 이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 순찰에 동참하는 

마을 주민들이 늘어가는 방식이었다. 자원 봉사캠프와 연계하여 봉사 시간을 인정

받도록 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치안순찰대 활동은 성

범죄 우범지역, 청소년 범죄 우범지역, 현금 다액 취급 업소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네 개 순찰 루트를 계획하고,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여 도보 순찰 및 차량 순찰을 

통해 안전활동의 전문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 또한 안심마을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야간에 어두운 곳에는 보안등을 설치하고 안전거점 공원 (노들마당)도 조성했다. 

그리고 2017년 현재까지도 순찰대 활동뿐만 아니라 안심마을 봉사단 발대식을 개

최하고, 이웃돌봄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성과 및 시사점

특히 ‘부엉이 네트워크 100’ 활용이 안전 만족도를 높였는데, 부엉이 네트워크 

100은 안심마을 지역 내 편의점, 식당 등 심야 시간대에 운영하는 상점을 부엉이 

가게로 지정하여 주민들이 범죄 위협을 느낀 경우 긴급 피난처로 활용하게 하는 

주민 네트워크 활동이다. 실제로 집에서 혼자 라면을 먹다 화상을 입은 아이가 부

엉이 가게를 찾거나 집에 아무도 없어 들어가지 못한 아이가 부엉이 가게에서 머

문 사례 등을 들어 주거지역 내 실생활 속 안심 제고에 만족감을 표현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맞벌이 하는 부모의 아이들이 어

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점을 해결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또 실제

로 관할 경찰 지구대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월 말까지 범죄 발생이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6%가량 줄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우리에게 지역사회의 안전관리에 있어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전 개선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이 있어야 하기에 중앙

정부의 통일적인 대응방안보다는 누구보다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참

여가 중요하며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정책 과정 전반에 주

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조직과 안전 거버넌스 관련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주민자치

를 협동조합 형태로 지속시키는 방법이 있다. 또 이러한 성공사례들을 다른 지역에



제3장 예방 중심 자원봉사활동 모델링

111

서도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새로 안심마을 사업을 시작하는 곳에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적, 재정적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국토 연구 제89권(2016.6): pp. 73~91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안전개선 활동분석: 안심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오윤경, 서윤, 정지범)

중앙일보 (입력 2014.12.24 00:55 수정 2014.12.24 01:41)

주민 54명 매일 밤 2개조 순찰 … 광주 봉선1동, 범죄 16% 줄었다 (장세정 기자)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 : 보건복지-건강생명보호-주민 건강 위험요소 최소화

메르스맵(메르스 확산지도) 

IT업체 '데이터스퀘어'의 박순영 대표와 프로그래밍 교육단체 '멋쟁이사자처럼'의 

이두희 대표 등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활동 혹은 프로그램명과 내용

'메르스맵(MersMap, 메르스 확산 지도)'은 언론 보도 내용과 시민들의 제보를 바

탕으로 인터넷 지도에 메르스 발병 의심 병원과 감염 환자들이 거쳐 간 지역 위치

를 표시하였다. 개설 목적은 '정보 공유'이다. 메르스 확산 당시 이미 확산에 대한 

많은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메르스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

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시민들은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이에 메르

스에 대한 SNS의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해당 정보의 투명성과 

사실유무를 평가하는 ‘메르스맵’을 만들었다. 메르스에 대한 루머가 난무하면서 오

히려 공포감만 가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사이트를 만든 것이

다.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각 병원과 관

련한 증언을 모았다. 중복되는 제보들 위주로 게시를 하였으며 언론들의 보도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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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루머로 드러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장치 등을 마련하였다. 증명 가능한 정보만 이메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

해 접수하였고, ‘메르스맵’에 올라온 정보가 5번 이상 거짓이라는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하였다. 

활동기간, 참여인원

활동기간은 사이트 개설일인 6월 3일 4~5시경부터 2015년 6월 10일까지로, 7일

동안 사이트가 운영되었다. 처음 개발은 박순영씨 개인 혼자였으나, '멋쟁이 사자

처럼'출신의 메르스맵 프로젝트로 구성된 팀이 운영과 개발을 이어서 진행하였다. 

이후 정부의 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 방침과 더불어 다양한 사이트의 개설과 정부 

포털 등의 개설로 사이트는 문을 닫았다.

전국의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340건의 제보를 처리했으

며 500만명이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주요 성과 및 시사점

메르스 질병 확산 초기, 정부차원의 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년 6월, 메르스 확진 환자는 연일 증가하고 있었으며, 격리 대상자도 6월 4

일 기준 1300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국민은 불안해하였다. 국민들은 메르스 맵을 통해 발병 병원과 메르스 발병 지역을 

알 수 있게 되면서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었으며 질병에 대해 대처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정보 제공과 공유를 했으며 제보로 완성된 메르스 맵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의 태풍, 지진과 같은 각종 재

난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메르스맵’은 전문가들로부터 효과적인 집단지성을 활용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IT산업 종사자를 주체로 하여, 시민들은 메르스와 관련해 단순한 폭로를 하는 게 

아니라, 부정확한 정보를 걸러내고 루머를 차단하는 등 진화한 집단지성을 발휘하

는 모습을 보였다. 한상기 소셜컴퓨팅 연구소장은 “메르스맵의 경우 검증장치나 루

머를 걸러내는 기능까지 만들어 정보를 고도화한 잘 만든 사이트”라며 “다양한 정

보가 모아져서 하나의 정제된 정보가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집단 지성이 진화한 것

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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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nationbl/220380723695)

자료출처: 

메르스 확산 지도 제작자 박순영 대표 이메일 인터뷰, SBS뉴스(2015.06.05.)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10772&plink=ORI&

cooper=NAVER

컨트롤 타워 부재, 메르스 맵은 슬픈 자구책, 이데일리뉴스(2015.06.05.)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2745366

609398768&DCD=A00503&OutLnkChk=Y

진화하는 집단지성, 헤럴드 경제(2015.06.0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609000597&md=20150609

112057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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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회복력 영역 : 

인프라생태계-핵심서비스제공-생태계보호유지/전기수도에너지공급방식다양화

보건복지-취약성 최소화-지역환경위생관리

독일 프라이부르크 “세계적인 녹색도시”

최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로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

라 녹색도시 구축이 새롭게 국가주요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같은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 환경도

시의 표본으로 불리고 있는 곳이 바로 독일 프라이부르크이다. 

1970년대 초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중, 소도시인 프라이부르크는 원전건설계획이 

수립되면서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된다. 시민들은 강력한 원전 반대운동을 추진하였

고 그 결과 지역 내에 녹색당 등 수 많은 환경단체가 결성되고, 이와 같은 시민들

의 반대 의견은 곧 시의회로 전달되었다. 이렇게 시민들이 주체가 된 환경운동의 

성공적인 흐름은 결국 1986년 시의회의 핵에너지 사용 철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적인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

다.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주거지역에서의 30Km의 속도 제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등의 교통정책

으로 프라이부르크는 자가용 소유 비율이 1천명 당 423대로 독일에서 가장 낮다

고 한다. 또한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연구 분야 중 가장 활발한 것이 바로 태

양에너지이다. 150여 채의 태양광 연립주택이 건설된 보봉마을이 대표적인 사례인

데 이 마을은 독일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은 주택단지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

다. 축구장, 시청, 학교 등 공공시설의 천장과 외벽에도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고 

시간대별로 에너지 비용을 산정하도록 개발했다고 한다. 

지금의 프라이부르크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와 노력이다. 실제로 프라이부르크 주민들은 환경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

로 쓰레기 공동처리, 절전형 전구 사용, 재활용 용지 사용 등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프라이부르크를 아끼는 시민들의 

참여가 이 곳을 대표적인 녹색도시로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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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8324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 : 

리더십전략-이해관계자임파워먼트-위험재난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제고/정부와 주민 

간 의사소통 및 협력 제고

리더십전략-리더십관리-지역 이해관계자들 간 지역의제 협의/정부의 효과적인 응급

재난대응

일본 ‘오사카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 또는 주체 ; 기관, 팀, 동아리, 개인 등

'오사카시 볼란티어 시민활동센터'라고 불리는 ‘오사카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볼란티

어(자원봉자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활동하고 싶은 사람 개개인이 모여서 지난 

1987년 창립되었다. 그 뒤 1998년부터 종합적인 정보 제공의 장으로서 사업을 

확충하기 시작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문화, 환

경보전, 재해지원, 지역안전, 마을 만들기, 인권옹호,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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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고 있다. 

활동 혹은 프로그램명과 내용

‘오사카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문화, 환경보전, 재해지

원, 지역안전, 마을 만들기, 인권옹호, 국제협약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1. 볼란티어·시민활동센터/볼란티어 뷰로 지원·연계사업 2. 사

업 담당자 연수 3. 새로운 후계자의 지역 활동 참여 촉진사업 4. 기업과 NPO(시

민사회 내에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모든 단체)에 의한 지역공헌·추진지원과 협동 

촉진 5. 복지교육·볼란티어 학습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계발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 2010년

부터 '오사카활동'이라는 시민포럼을 조직해 실시하고 있는 '대피소 1박 체험'이나 

'방재카드게임' 등의 방재·예방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특히 1박 체험은 이재민들

이 피난소에 집결하면 서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종이박스로 제작된 칸막

이를 펼쳐서 세우고 그 안에서 개인, 혹은 가족끼리 잠을 자거나 쉴 수 있도록 체

험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자원봉사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마을 입구에 추모

비, 위령탑을 세웠고 2011년 5월부터 이재민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가설주택과 

대피소를 방문, 필요한 생필품을 나눠주고 위로했다. 또한 위와 같은 재난, 재해 

대비 체험활동과 훈련은 실제로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빛을 발휘해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주민들 중 상당수는 고향을 뒤로하고 일본 전국으로 

흩어졌으며, 오사카부에만 1천400명이 이주해 와서 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거

의 대부분 고향을 떠날 수 없는 일부 가족을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이들이 만날 

수 있게 1년에 한두 차례 귀향버스를 지원해 2박3일간 방문하고 돌아올 수 있도

록 돕는 활동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민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바자회를 열기도 

하는데 지역의 기업에서 후원하기도 하고 생존자들이 제작한 수공예품을 판매하기

도 한다. 

활동지역, 활동기간, 참여인원

‘오사카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조직이라는 특성 상 해당 지역에서의 활등을 주로 

한다. 오사카시 24개구마다 구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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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구 차원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이 가능하다. 활동기간은 1987년 창립이후부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

직의 평의원, 이사, 감사 명단에는 52명이 존재한다.

주요 성과 및 시사점

오사카시는 ‘오사카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정부와 체계적인 민관협

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면 오사카시 사회복지협의회

는 시의 지시를 받고 곧바로 재해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해 자원봉사자들을 발 빠르

게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또한, 오사카 구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어 오사카

시의 복지협의회는 구의 복지협의회와의 협약과 협정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시·구 차원에서 체계적인 자

원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재난 관리를 위한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처를 중심으로 분산적이

며 부분적 통합관리 방식으로 네트워크는 미비한 상황인 반면, 일본은 분산적 관리 

방식을 취하고 업무 및 기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비상재난 시 총리주재 

비상재해대책 본부나 긴급재해 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대응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불분명하고 대규모 재난 시 중앙정부의 요

청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우리나라는 실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주

책임부서가 어딘지 알 수가 없고 지자체와 국가 간 책임이 명확치 않지만 일본은 

현장 활동 주체가 명확하게 종합 대응한다. 

거의 해마다 재난, 재해가 발생하고 이를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상당하다. 한마음 한 뜻으로 모이고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하지만 정작 재난,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

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보다 지진의 빈도수가 많아 

이에 대해 대응 할 기회가 더 많았던 일본의 대응방식을 알아볼 수 있었다. ‘오사

카시 사회복지협의회’ 와기사카 히로부미 부소장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약 12만개 

마을단위(촌)가 있다. 지역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역할이 나눠진 조직이 있다. 

현재 협의회는 32개 네트워크가 형성돼있는데(2017년 47개의 협의회) 실질적으로 

등록되어있는 단체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60명이 온다. 60명이 주축이 돼서 마

을을 리드해가고 있다.” 고 한다. 우리나라도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도 좋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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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서로 협의해 같이 지원을 하고 도와주자는 것이 취지” 

자료출처: 

- 고성신문 ‘재난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볼란티어 이재민들에 용기 희망 북돋

워’ : 황수경기자 최종편집:2017-10-11 오후 04:52:10

http://www.gosnews.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94&idx=16

753

- 강진신문 ‘[특집] 대지진의 아픔... 만남으로 하나 된 일본 <5> 재난의 아픔, 만

남으로 치유하다’ : 김응곤 기자 데스크승인 2014.10.17  15:34:53

http://www.gjo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12

- ‘오사카시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osakafusyakyo.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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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제1절 예방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활동 시행방안

1. 예방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 추진체계 

○ 본 장에서는 지역사회 회복력 관점에서 접근한 ‘예방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활

동 모델링을 통해 도출한 일감’을 자치구와 동 단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행 

가능케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예방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 추진체계’는 기존의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추진체

계나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체계와 독립적인 별개의 것은 아니나, 본 연구는 정

부와 협력하되 상시적으로 민간 네크워크 중심으로 실행되는 예방중심 재난자

원봉사활동 추진체계를 제안하고자 함. 

○ ‘예방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 추진체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제안

하고자 함. 

  - 자치구의 현황 및 조건별로 자치구센터와 동주민센터와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

고 지역사회 재난관련 네트워크를 동행정 체계를 중심으로 작동가능한 경우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캠프와 지역 네크워크 보유의 재난활동단체들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음.

  - 그러나 자치구센터와 동주민센터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이나 발굴이 어려운 경우, 각 동별 캠프를 중심으로 센터와 그간 협력해 

왔던 동아리나 소규모 단체들,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추진체계를 만들 수 있

음.



예방 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 모델 개발 연구

122

   - 추진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예방중심 자원봉사활동의 실행의 핵심주체가 자치

구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며,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직접 개입은 하지 않되 

광역/전국단위 재난활동단체들과 자치구 이상 수준의 지역 및 전국단위에서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재난네트워크 및 활동들을 진행하며 자치구센터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음(예: 전국단위 ‘안녕하세요’ 캠페인 등) 

   - 그러나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긴밀히 협력하는 광역･전국단위 재난활동단체들은 

모든 유형의 자치구 주도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에서 재난활동단체 및 

캠프와 연계하여 협력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그림34]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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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방향과 실행절차 

 ○ 추진방향

  - (거버넌스) 예방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활동은 시-구-동 단위에서 자원봉사센

터-행정기관-관계 재난 전문단체 및 전문가와의 상시적 협력 하에 자원 활용의 

극대화 방향으로 실행 가능해야 함

  - (포괄성) 예방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활동 추진체계는 예방 뿐 아니라 재난 

대응과 복구에 이르는 민첩성(시간)과 대응성(수요)을 갖춘 체계로 기능하여야 함. 

  - (일감) 예방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활동 일감은 지역사회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성과) 예방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활동은 주민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지역사

회 전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 실행절차

  

1단계: 자치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치구 상황 및 특성에 따른 예방중심 재
난자원봉사활동 추진체계 선택

   ∙ 서울시센터와 자치구센터들은 지역사회 회복력에 기반 한 예방중심 재난자원

봉사 모델링에 대한 이해와 일감 및 추진체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함(본 연

구보고서 활용)

   ∙ 자치구센터들은 각 자치구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체계를 선정하고 

이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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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구 혹은 동 단위 지역사회 중심 우선활동 일감과 네트워크 형성

   ∙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별 재난 취약분야 진단 및 우선 활동일감 선정 

   ∙ 서울시센터의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 활동 일감 목록 활용(본 연구보고서) 

   ∙ 일감 실행을 위해 적합한 네트워크 계획을 하고 핵심협력단체 발굴 및 구축

   ∙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자원 역량을 진단하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규모 파악 

   ∙ 발굴된 예방중심 재난관리 봉사일감에 필요한 소요 자원의 획득(재정, 물품, 

핵심 인력, 정보 등) 

   3단계 : 계획한 활동일감 시행  

   ∙ 활동참여 홍보, 교육, 조사, 모니터링, 활동 결과물 제작  

   ∙ 실행에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및 전국단위 예방중심 자원봉사활동 및 ‘안녕

하세요’ 캠페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함

   4단계 : 시행결과 취합(자치구 및 서울시) 및 사례 공유

   ∙ 자치구 차원에서 동 단위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사례 공유

   ∙ 서울시 차원에서 동 및 자치구 단위 사례 취합과 공유

  

5단계 : 평가 및 환류를 통한 다음 단계의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재난관리주기에서 재난 이후 대응복구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네
트워크 관리 계획 수립

   ∙ 모든 실행주체들과 함께 예방중심 재난자원봉사활동 실행 평가 및 환류

   ∙ 자치구센터에서 추가적 재난 영역･적용 범위 발굴 및 신규 활동계획 수립

   ∙ 자치구센터에서 재난관리주기 전반에 걸쳐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속적 

관리 계획 수립(예: 재난발생시 예방활동에 함께한 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함

께 대응･복구에도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확장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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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본 연구의 시사점

  지역사회 회복력 관점에 기반 한 예방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활동 모델링

과 일감개발을 위한 본 연구를 통해 재난 및 자원봉사 분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지역사회 회복력 지표의 유용성에 대한 확인

  - 본 지역사회 회복력 영역과 세부 지표는 ‘재난’을 인간 삶의 최소한의 요건에

서부터 사회, 경제, 자연생태계, 공공인프라, 정책참여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범위에 걸친 위험’ 으로 그 시각을 확장하고 있음. 

  - 이는 재난을 매우 이례적인 특별한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의 

일상적 삶의 영역으로 다루게 됨으로써 보다 주민 참여의 밀착성을 높일 수 있

음. 

  -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회복력 지수는 주요 영역별 공공서비스 인프라(전기, 

수도, 에너지 등)와 지역정책에 대한 ‘진단’을 가능케 하며, 주민 참여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주거, 에너지, 정보공개요청 및 각종 

위험 진단·조사 의뢰, 위험정보 제공체계 구축과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확장하

는데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함.

   

2017년 11월 경북 포항 지역의 지진 발생 후 “교육시설안전 및 수능 등 교육
시스템” , “주거시설 안전 및 주거지원 준비”, “액상화 현상 등 자연생태계”, 
“의·식·심리·의료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재난 대응과 복구가 필요한 영역은 
사회 전 영역이었으며, 지방정부 수준에서 뿐 아니라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정책적 및 시민 참여가 모두 요구되어짐을 경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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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회복력과 재난관리 자원봉사의 상호강화를 위한 예방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 발견

  - 재난의 예방과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 자원봉사활동이 얼마나 신속하고 포

괄적이며 대응성 있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 회복력

은 보다 빠르며 재난 이후 보다 강건한 지역사회가 되는데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런데 이러한 재난 전 주기에 걸친 재난 자원봉사활동의 긍정적 임팩트를 기

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사회 회복력 -보건·복지, 경제·사회, 인프

라·생태계, 리더십·전략 영역에서 최소한의 – 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 더욱 효과적

일 것임

  - 특히 ‘예방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 체계’ 는 재난발생 이전의 지역사회 회복력

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재난 발생 시의 대응과 복구 및 이후 회복의 

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상시적인 네트워크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단, 현재 한국에 객관적인 지역사회별 회복력 데이터가 가용하지 않은 상태라

는 점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 회복력의 여러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본 연구는 자원봉사자 및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실행하였음. 따라

서 결과적으로 발굴될 일감 분야에서 누락된 지역사회 회복력의 영역들(예: 

사회경제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유지 목표영역)이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이 

기여할 바가 적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이에 본 연구가 발굴해내지 못한 다

른 회복력 영역에서의 일감 발굴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적 성과와 참여 활성화의 중요성 확인

  - 자원봉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핵심적 결과 중 자원봉사활동이 

‘공통의 정체성 형성과 상호지원체계’(지역 내 주민간 연대, 여러 지역들 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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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역정체성 및 문화형성,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에 적극적 참여) 영역에서 

가장 높은 기여도를 인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 영역의 취약성 최소화와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중심 자원봉사활동 일감개발에서 주요하게 나타난 바 있음. 

이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성과 중 하나이거나 자원봉사 

개입이 가장 활발한 영역중 하나와 일치하는 것임. 결국 예방중심 자원봉사활

동은 보편적 자원봉사활동의 맥락 속에서 보다 더 ‘재난’ 중심의 일감 목표와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임. 

 - 가시적인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한 재난자원봉사 뿐 아니라 예방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활동이 얼마나 다양하고 일상적인 형태로 수행될 수 있는가의 주요 토

대는 지역사회내 전반적인 봉사활동 참여 활성화(스스로 및 타인을 돕는 문화, 

네트워크 연결성 등)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점임. 이는 결국 다양한 주민

을 다양한 영역에 의미 있는 활동의 방식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자원봉사센터

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사명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세부사업이라 할 수 있

음.

○ 실천 및 근거기반 정책연구로서 학술적 및 정책적 유용성

  - 본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사회과학적 지식 및 연구절차와 통합된 자원봉사활

동 일감 개발의 모델링 접근법도 학술적 및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큼. 

  - 이러한 접근법은 향후 실천 기반 자원봉사정책 연구의 방법 측면에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 자원봉사센터나 조직에서 근거 기반 자원봉사 정책이나 사업의 도출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이론적·논리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예방 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 모델 개발 연구

128

참고문헌

강상준･조성한(2013). “자연재해로부터의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도입방

안”. 경기개발연구원.

국민안전처(2016). “재난 시 자원봉사 협업 가이드북”.

김은성·정지범･안혁근(2009). “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박재묵･이정림(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자원봉사자 분석. 

“환경사회학연구”, 13(1), 173-216.

박재묵･이정림(2010). 자원봉사자의 환경주의와 탈물질주의. “환경사회학

연구”, 14(2), 53-84.

서울시자원봉사센터(2016). 재난안전 자원봉사 운영 매뉴얼. 

성기환･한승환(2008). 재난구호 자원봉사 활동체계 실태분석 및 정책적 함

의.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송영창 (2012). 은평구의 재난관리 역량강화 등을 위한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기근(2009).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

지”, 9(5), 249-256.

이명석･오수길･배재현･양세진(2008). 재난대응 거버넌스 분석-민간자원봉

사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7(3), 163-189.

이영희(2014). 재난 관리, 재난 거버넌스, 재난 시티즌십. “경제와 사회”, 

104, 56-80.

정순둘(2008). “재난구호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

구”. 전국재해구호협회.

주성수(2015). 특집논문: 세월호 참사 관련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시민사

회와 NGO”, 13(1), 5-38.

충남자원봉사센터(2016). “재난재해 자원봉사 운영 매뉴얼”. 

하수정･남기찬･민성희･전성제･박종순(20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



참고문헌

129

역 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국토연구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2012). “자원봉사센터 매뉴얼: 재난재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2014). “재난 발생시 현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가이

드”. 

Adger, W., Kelly, N., & Nihn, N. (2001). Living with environmental 

changes: Social vulnerability, adaptation and resilience in Vietman. 

London: Routledge. 

Allan, P. & Bryant, M. (2011). Resilience as a framework for urbanism 

and recovery,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Arup(2014a). City Resilience Index: Research Report Volume I: Desk 

Study.

Arup(2014b). City Resilience Index: Research Report Volume II: Fieldwork 

and Primary Data Analysis.

Britton, N. R., & Clark, G. J. (2000). From response to resilience: 

emergency management reform in New Zealand. Natural Hazards 

Review, 1(3), 145-150.

Childs, I. (2008). Emergence of new volunteerism: Increasing community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in Japan. In K. Gow, & D. Paton, 

The phoenix of natural disasters: Community resilience(pp. 

171-180). Nova Science Pub Inc.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2).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volunteer action plan. Attorney-General’s Department, Canberra. 

Eckerberg, K., & Buizer, M. (2017). Promises and dilemmas in forest fire 

management decision-making: Exploring conditions for community 

engagement in Australia and Sweden. Forest Policy and 

Economics, 80, 133-140.

Fitzpatrick, T., & Molloy, J. (2014). The role of NGOs in building 

sustainable community resil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예방 중심 재난관리 자원봉사 모델 개발 연구

130

Resilience in the Built Environment, 5(3), 292-304.

Folke, C. (2006). Resilience: The emergence of a perspective for 

social-ecological systems analysi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6, 253-67.

Hall, P. A., & Lamont, M. (2013). Social resilience in the neoliberal era.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lling, C.S. (1973).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4: 1–23. 
doi:10.1146/annurev.es.04.110173.000245.

Hufschmidt, G. (2011). A comparative analysis of several vulnerability 

concepts. Natural Hazards, 58(2), 621-643.

Kapucu, N. (2008). Collaborative emergency management: better 

community organising, better public preparedness and response. 

Disasters, 32(2), 239-262.

Kasperson, J. X., Kasperson, R. E., & Turner, B. L. (1995). Regions at 

risk.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Masten, A. S. (2010). Ordinary magic: Lessons from research on 

resilience in human development. Education Canada, 49, 28-32.

McLennan, B., Whittaker, J., & Handmer, J. (2016). The changing 

landscape of disaster volunteering: opportunities, responses and 

gaps in Australia. Natural Hazards, 84(3), 2031-2048.

McLoughlin, D. (1985). A framework for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165-172.

O’Rourke, T. (2007). Critical Infrastructure, interdependencies, and 

resilience. The Bridge, 37(1): 22-29.

Petak, W. J. (1985).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3-7.

Reed, D. A., Kapur, K. C., & Christie, R. D. (2009). Methodology for 



참고문헌

131

assessing the resilience of networked infrastructure. IEEE Systems 

Journal, 3(2), 174-180.

UN(2013). United Nations plan of action on disaster risk reduction for 

resilience. Chief Executives Board for Coordination. 

UNV(2015). State of the world's volunteerism report (SWVR): 

Transforming governance. United Nations Volunteers Programme. 

Welsh, M. (2014). Resilience and responsibility: governing uncertainty in 

a complex world. The Geographical Journal, 180(1), 15-26.





부록





부록

135

1 자원봉사자들은 모든 지역 주민들이 누려야하는 안전한 주거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

2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에 충분한 에너지가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자원봉사자들은 모든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 

4 자원봉사자들은 지역 환경의 위생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

5 자원봉사자들은 모든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식량공급 상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6 자원봉사자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 

7 자원봉사자들은 새로운 고용시장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8 자원봉사자들은 저소득층을 포용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9 자원봉사자들은 지역 경제가 취약계층을 포용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0 자원봉사자들은 지역 금융 시스템이 재난 충격에 대비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1 자원봉사자들은 재난 이후 지역주민들의 생계수단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2 자원봉사자들은 주민건강에 대한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3 자원봉사자들은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4 자원봉사자들은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지원･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5 자원봉사자들은 응급･재난신고 서비스가 잘 작동하도록 지원･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6 자원봉사자들은 지역 내 개인, 가구, 커뮤니티들 간 연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17 자원봉사자들은 여러 지역들의 다양한 커뮤니티들 간의 연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18 자원봉사자들은 주민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지역 정체성이나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19 자원봉사자들은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0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

21 자원봉사자들은 투명한 사회를 위한 부패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22 자원봉사자들은 안전한 도시를 위한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23 자원봉사자들은 주민 간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4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재정･경제에 대한 위험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5 자원봉사자들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경제계획에 기여할 수 있다.

26 자원봉사자들은 지역 경제가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7 자원봉사자들은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부  록

자원봉사자 설문조사

1. 다음의 질문들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의 여러 
영역들과 이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기여도에 대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각 영역별 자원봉사자들의 기여 정도에 알맞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전혀 그렇지 않
다,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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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거주지역과 다른 지역 간 경제 교류에 기여할 수 있다.

29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의 재난위험과 취약성 현황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0 자원봉사자들은 재난에 대비한 건축기준 강화 및 법률 재정비에 기여할 수 있다.

31 자원봉사자들은 도시 보호에 필수적인 자연생태계 중요성 인식 제고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 

32 자원봉사자들은 시민과 지역의 주요자산을 보호하는 강화된 구조물,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33 자원봉사자들은 자연 생태계를 강화･보호･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4 자원봉사자들은 전기･수도 등의 공급원이나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5 자원봉사자들은 기존 자원･에너지 공급 방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6 자원봉사자들은 재난 발생 도중에도 전기수도 등 핵심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7 자원봉사자들은 정부가 적정가격의 교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8 자원봉사자들은 정부가 안전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통체계를 조성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9 자원봉사자들은 주민 모두가 사용가능한 통신수단과 기술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0 자원봉사자들은 정부가 정보와 기술을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1 자원봉사자들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2 자원봉사자들은 정부가 재난에 대비하여 지역의 위험을 조사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3 자원봉사자들은 지방정부의 재난 응급대응에 협력하고 이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4 자원봉사자들은 지방정부가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5 자원봉사자들은 모든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6 자원봉사자들은 재난위험에 대한 모든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7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8 자원봉사자들은 정부의 도시계획과 개발전략 모니터링에 기여할 수 있다.

49 자원봉사자들은 지역개발 계획과 실행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50 자원봉사자들은 정부의 토지이용 및 구획 계획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 나는 지역의 안전한 주거 문제 해결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2 나는 지역에 충분한 에너지가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3 나는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도록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4 나는 지역 환경의 위생 문제 해결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5 나는 모든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식량공급 상태 유지를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6 나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제공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7 나는 새로운 고용시장에 적합한 직업훈련 제공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2. 다음 제시된 항목들은 앞서 응답한 것과 동일한 지역사회의 재난예방의 여러 
영역들입니다. 각 영역별 자원봉사활동 분야에 대한 귀하의 참여 의향 정도를 알맞
게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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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는 저소득층을 포용하는 일자리 창출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9 나는 지역 경제가 취약계층을 포용하도록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10 나는 지역 금융 시스템이 재난 충격에 대비하도록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11 나는 재난 이후 지역주민들의 생계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12 나는 주민건강에 대한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것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13 나는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14
나는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지원･관리하는 것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

다. 

15
나는 응급･재난신고 서비스가 잘 작동하도록 지원･관리하는 것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

다. 

16 나는 지역 내 개인, 가구, 커뮤니티들 간 연대 형성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17 나는 여러 지역들의 다양한 커뮤니티들 간의 연대 형성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18 나는 주민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지역 정체성이나 문화 형성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19 나는 다른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20 나는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21 나는 사회의 부패 방지를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22 나는 지역의 치안 유지를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23 나는 주민 간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24 나는 지역재정･경제의 위험요인 완화를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25 나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경제계획하는 것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26 나는 지역 경제가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해지는 것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27 나는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 지역 브랜드 형성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28 나는 자신의 거주지역과 다른 지역 간 경제 교류를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29 나는 지역의 재난위험과 취약성 현황 파악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30 나는 재난에 대비한 건축기준 강화 및 법률 재정비를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31 나는 도시 보호에 필수적인 자연생태계 중요성 인식 제고를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32
나는 시민과 지역의 주요자산을 보호하는 강화된 구조물, 인프라 조성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33 나는 자연 생태계를 강화･보호･유지하는 것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34 나는 전기･수도 등의 공급원이나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35
나는 기존 자원･에너지 공급 방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

향이 있다.

36
나는 재난 발생 도중에도 전기수도 등 핵심 공공서비스가 유지되도록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

향이 있다.

37 나는 정부가 적정가격의 교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38 나는 정부가 안전한 교통체계를 조성하는 것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39
나는 주민 모두가 사용가능한 통신수단과 기술을 공급받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

향이 있다.

40 나는 정부가 정보･기술 보호체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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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나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42 나는 정부가 재난대비 지역위험 조사를 하도록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43 나는 지방정부의 재난 응급대응에 협력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44
나는 지방정부가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45
나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46
나는 재난위험에 대한 모든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

향이 있다.

47 나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48 나는 정부의 도시계획과 개발전략 모니터링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49 나는 지역개발 계획과 실행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50 나는 정부의 토지이용 및 구획 계획에 대한 주민참여를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3. 귀하께서는 국내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4.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자치구명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25개 자치구 리스트(가
나다순)
5. 귀하의 최종학력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
학교 졸업 이상)
6. 귀하의 나이를 기재 바랍니다. (한국 나이 기준)
7. 귀하의 가구소득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월 100만원 미만,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월 400만원 이상) 
8. 귀하의 성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남 / 여
9. 귀하는 현재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캠프에서 활동 중이십니까?   예/아니오
10. 귀하는 현재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직원이십니까?   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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