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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 기반 재난 현장 관리 모델 연구

The operational model for the emergency field management system based

on 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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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DMS(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상황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상황관

리시스템이 있어서 재난 상황에 대한 판단, 지휘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지자체를 위

한 대표적 시스템인 SBB가 있지만, 이는 단순히 상황 정보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프레임만 제공하고 있

다. 실제적으로 비상조직의 실무팀에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기능이 추가로 포함된 미국의

WebEOC에 해당되는 기능적 시스템이 필요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상황에 맞는 현

장 관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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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NDMS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이 발생 시 각종 상황 정보를 수집하여, 판단하는 기능을 제공하

고 있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개발한 SBB(Smart Big Board)인 경우(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5) 재난상

황에 대한 관리 시스템으로 지자체가 운영 중인 각종 시스템(예를 들어 자동강우량경보시스템 등)을 연결하

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용으로 개발한 SBB는 기존 시스템의 연결을 통한

상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상황을 운영하는 담당자에 대한 지시, 보고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한 정보를 제공(보여주는) 시스템으로는 개인대응수칙관리시스템

(국민안전처, 2015)이 있으며, 앱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많은 기능 중에서 ‘비

상조직’ 등록, 확인과 재난 유형별 팀별 임무 등록 및 확인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 사항도 간단한

수준(예를 들어, 이미지, 표 등 입력이 안됨)으로 머무르고 있다. 미국의 WebEOC(intermedix, 2015)인 경우

이와 같은 2가지 기능체계를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SBB의 상황 관리 기능도 제공하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기능, 그리고 보고 기능 등을 포함한 모델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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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SOP 기반 재난 현장 관리 모델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체계와 재난상황 관리 체계로 구성된다.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핵심 체계는 그림 1처럼 비상조직과 임무(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를 재난 유형

별, 재난 대응 단계별 제공하는 것이며, 재난 상황 관리 체계는 SBB와 같은 기존 시스템 연계 기능에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체계의 결과물인 보고 기능이 추가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SOP 기반재난 현장 관리 모델 구조

3.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SBB와 같은 상황 정보 관리 기능과 현장조치행동 매뉴얼 기반 보고 체계를 연결하며, 현

장 SOP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다양한 기능의 편리한 정보로 ‘확인 모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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