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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 위해 담당공무원 한자리에
- 행안부, ‘지자체 자연재난 대응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천안에서
지자체 자연재난 대응 담당공무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태풍 호우, 폭염과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선 현장 재난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 최근 폭염으로 서울 지역의 최고기온이 111년 만에 기록을 경신하고,
‘12년 이후 6년 만에 한반도에 태풍이 직접 상륙하는 등 자연재난
대응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 워크숍에서는 여름철 태풍 호우와 폭염에 대응 추진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이어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
개선 한 국민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

* 노인 등 재난약자 배려, 지역공동체 중심 대처, 재난정보의 공유‧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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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8.11.15∼‘19.3.15)에
돌입함에 따라 대설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지자체 협조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올해 여름철, 지자체에서 호우특보 위험상황에 놓인 지역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한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 (전남 순천) CCTV를 통해 지역 하천 범람 징후를 발견하고, 주민 50명을 마을회관
으로 대피 후 임시주거시설 설치‧수용
(대전 동구) 태풍 예비특보 발령에 따라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6명
임시 대피 및 구호품 지원

○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자연재난 대응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정례적(연 2회)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겨울철 대설, 한파에
대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
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최병진 과장(☎ 044-205-5230) 또는 신영섭 사무관
(☎ 044-205-52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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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국민행동요령

□ 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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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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