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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의 영
향으로 인하여 그 피해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복구를 위한 피해조사를 실
시하게 되며, 피해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피해규모와 피해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조사는 공공시설의 경우 피해종
료 후 7일안에 모두 완료하여야만 한다. 현재 자연재해 피해조사는 현장에서의 조사 업무와 사무실에서의 국가재난관리시
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입력하는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의 업무와 NDMS
의 입력 업무가 대부분이 중복되고, 현장조사 자료의 시스템 입력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들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업무의
중복과 부수적인 업무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 피해조사 담당 공무원들이 피해조사의
시간과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이
용하여 피해조사를 함과 동시에 NDMS에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스마트폰 기반의 피해조사 표준 업무 프
로세스를 개발하였으며, 기존 대비 56%의 프로세스가 단축되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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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tural disasters are occurring frequently due to typhoon and flood. Especially, damage scales are increasing

these days because of climate change. When natural disasters occur, civil engineering officers investigate them for the
recovery. If public facilities are damaged, the disaster damage investigation must be finished within 7days. Currently, natural disaster damage investigation is done on two levels, field investigation and data input into NDMS. However, having
those two overlapped most of the time, and we must do subsidiary works things to register field investigation data into
system. Work efficiency is decreased due to repetition of additional work. So, many civil engineering officers indicated
problems such as lack of manpower and time. In this study, We developed work process on natural disaster damage investigation that involves using smart phone to solve problems such as shortage of time and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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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여 피해조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피해조사는 현장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사무실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매년 평균

다시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입력

2조원에 가까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

하는 체계로 현장에서의 업무와 사무실에서의 업무가 중
복될 뿐만 아니라 현장 자료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
고 피해위치와 자료가 혼동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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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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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피해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여 최근 대중화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

또한 피해발생 종료 후 7일 이내에 모든 피해 현장조사

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에는 카메라, GPS, 통신모듈 등의

를 완료하고 NDMS에 입력해야만 한다(소방방재청, 자연

하드웨어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현장의 사진촬영,

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2012). 그러나 지자체의

주소, 실시간 자료 전송 등이 가능하다.

피해조사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피해조사에

였을 경우 시간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조사 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기반의 피해조사 표준 업무 프

료가 누락되거나 과대 산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

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고 있다.
이러한 시간 및 인력부족의 문제는 피해조사 업무 프로

2. 현행 피해조사 업무 프로세스 분석

세스의 부재와 함께 현장에서의 업무와 사무실에서의 업
무의 이중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해결

현행 피해조사 업무는 현장에서의 업무와 전자재해대장

하기 위한 표준업무 프로세스의 개발과 업무의 이중화를

을 입력 하는 사무실에서의 업무로 나눌 수 있으며, 시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시급하다.

구에서 실시하는 피해조사 업무와 중앙합동조사단에서의

업무의 이중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모든 피
해조사 업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지침에 나와 있는 자연재난 피해조사 체계이다.

그림 1. 자연재난 피해조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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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현행 피해조사 체계

2.1 현행 피해조사 체계 분석

현행 피해조사 체계는 자연재난 피해조사 체계에 간략
하게 나와 있듯이, 재해발생 후 7일 이내에 모든 공공시설
물에 대한 조사에서 부터 NDMS 입력까지 완료되어야만
한다. 그림 2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현행 피해조사 업무
체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2.1.1 현장 피해조사 체계 분석
현장 피해조사 체계는 각 피해시설별 담당자가 직접 현
장을 방문하고 피해시설을 확인한다. 그러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시설별 담당자가 전부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
으므로, 시설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별로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자의 현장조사업무 흐름은 다
음과 같다.
① 현장 도착 및 피해시설 확인
② 피해시설 사진촬영(정면, 측면 등 피해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변시설 등과 함께 촬영)
③ 피해규모 측정(길이, 면적, 체적, 개소 수 등) 및 야장
기입
④ 피해단면도 작성
⑤ 기타 특이사항 작성

그림 3. 공공시설 피해조사표

⑥ 피해위치 확인 및 지도표시
그림 4는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서 전자재해대장의
각 시설별로 현장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은 그림

기본적인 입력 절차와 전자재해대장을 나타낸 것이다.

3과 같은 공공시설 피해조사표를 현장에서 작성한다.
2.2 현행 피해조사 업무 분석

2.1.2 전자재해대장 입력 체계 분석

2.2.1 현장조사 전 주요 업무

재난관리시스템은 피해발생시 시군구에서 상황관리 및

피해발생시 현장조사 전 주요 업무는 상황관리로 사유재

피해내역을 입력하는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과 전국의 피

산과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상황 접수와 접수된 사항을 재난

해내역을 총괄 관리 및 조회할 수 있는 중앙 재난관리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표 1)를 주로하고 있다.

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해발생시 피해상황 및 피해
접수, 그리고 전자재해대장작성을 위한 피해내역과 복구

2.2.2 현장조사 주요 업무

내역을 입력하는 것은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서 이루

현장조사의 주요 업무는 실제 피해현장을 답사하여 피

어진다.

해 위치 및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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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자재해대장 입력절차 및 전자재해대장
표 3. 현장조사 후 상황관리 주요 업무

표 1. 현장조사 전 주요 업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현장조사 자료 정리

위치도 스캔

사진저장

기상상황 모니터링
피해발생 중
상황관리

피해상황 접수
피해현황 일지 작성

피해발생 후

야장정리

피해현황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입력
피해상황 접수
피해현황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입력

상황관리

피해위치 확인
재해현황도 작성

피해시설 확인
재해현황도 작성
유형별 재해 집계

표 2. 현장조사 주요 업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현장조사

피해조사

피해시설 사진촬영

피해위치 파악
피해규모 측정(길이/면적/체적/개소)
일련번호 작성
시설구분
시설명칭
소관부처
소유구분
시설등급
시설종류
현장조사

야장작성

피해위치
수계명
노선 및 하천명
피해요인
피해구분
피해규모(길이/면적/체적/개소)

그림 5. 재해현황도

2.2.3 현장조사 후 주요 업무
현장조사 후 주요 업무는 현장조사 자료를 정리하는 업

발생일시

무와 재해현황도를 작성하는 업무가 있으며, 현장에서 촬

피해단면도

영한 사진을 PC에 저장하고, 지도를 스캔하여 현장에서 작성

산출내역

한 야장과 매칭하여 정리한다.
재해현황도는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도에 시설
별로 피해위치를 표시하고 피해 집계를 작성/수정한다.

시설에 대한 사진촬영과 줄자, 스타프 등을 이용하여 피해
규모를 측정하여 재난관리시스템의 전자재해대장에 입력

2.2.4 NDMS 입력 주요 업무

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야장에 기입한다.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은 기본사항과 공공시설피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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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NDMS 입력 주요 업무
대분류

사 시간이 많이 소요

중분류
기본사항

소분류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로그인
재해선택
행정서비스
피해일시
피해위치

재난관리시스
템 입력

소관부처
시설구분

공공시설
피해 입력

시설등급
피해요인
피해구분
시설명
(교통통제상황)
재해대장 호출
시군구 조사자 정보 입력
피해공종 선택
표준단면도 선택

재난관리시스
전자재해대장
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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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시설구분, 소관부처 등 검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
2) 업무의 중복
- 현장에서 정리한 야장을 다시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 피해사진, 위치도 등 PC에 저장 후 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
- 현장에서 체크한 지도를 스캔 또는 전자지도에 표시
저장 후 등록
3) 자료의 혼동
- 재해현황도 작성시 위치 및 피해시설 혼동
- 재난관리시스템에 사진 및 지도 그리고 야장의 자료
혼동
- 피해현장 재 방문시 상이한 사진 또는 피해내역

3. 피해조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표준단면도 편집
산출근거(피해규모) 입력
추가피해시설 입력(필드추가)
(피해공종 선택~산출근거
입력 반복)

3.1 피해조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모델

피해발생 후 사무실 업무는 지역주민 및 읍면동 공무원
들의 피해신고를 시군구 담당자가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피해사진 등록

한다. 피해조사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피해시설을 촬영하

위치도 등록

고 피해규모를 측정하여 피해내역을 입력하고, 표준단면
도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기존 피해조사 업무 프로세스에서는 현장에서 피해시설

전자재해대장 입력으로 나누어지며, 공공시설피해입력의

및 규모, 표준단면도, 위치도를 수기로 야장에 작성하고

경우 사전 피해 접수시 입력되어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다시

현장조사 후 사무실에서 재난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현장

입력하지 않으며, 바로 전자재해대장을 작성하게 된다. 그러

에서 촬영한 사진과 작성한 야장을 다시 정리하여 입력하

나 사전피해접수가 없거나 접수된 내용과 실제 피해조사내

였으나 중복된 업무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진

용이 상이한 경우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작성한 후 전자재

과 야장의 내용 그리고 피해위치가 혼동되어 정확하지 않

해대장을 작성하게 된다.

은 정보가 입력됨으로써 현장 재 조사시 피해위치와 시설
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2.3 현행 피해조사 문제점 분석

피해조사 업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업무의 중복성에 있다.
재난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전 피해조사는 현장에서 조사

본 개선모델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업무 중복으로 인한 시
간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정보입력을 위하여 현장에
서 모든 업무를 종료하게 된다.

한 내용을 야장에 기입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사진을 출
력하고 수기식 재해대장을 만들었으며, 수기식 재해대장
을 다시 스캔하여 보관, 또는 보고용으로 사용하였다. 그
러나 현재는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수기식 재해
대장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수
기로 야장을 작성하고 이것을 다시 사무실에서 재난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업무의 중복성이 존재하고 있다.
현행 피해조사 업무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비전문 피해조사 인력
- 표준 업무 프로세스 부재로 비전문 조사자의 피해조

그림 6. 피해조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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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s-Is 피해접수 및 재난관리시스템입력 프로세스

그림 8. To-Be 피해접수 및 재난관리시스템입력 프로세스

3.2 피해조사 업무 프로세스 As-Is/To-Be 모델

이용한 피해규모 측정이 가능하며, 기존의 방법과 같이 줄

3.2.1 현장조사 전 피해접수 As-Is/To-Be

자, 스타프, 거리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 후 수기로

현장조사 전 피해접수 및 재난관리시스템 공공시설피해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입력 업무 프로세스는 기존과 동일한 업무 프로세스를 갖

현장 적용시 GPS 정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는다. 단 기존과의 차이점은 현재는 사무실에서만 재난관

GPS 정확도는 미국방성의 SA(Selective Availablity) 신호처

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이용

리에 의해서 10 m 수준이며 보정장치인 DGPS를 사용하는

할 경우 현장에서도 직접 공공시설피해현황을 입력할 수

경우 수 m 이내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GPS 위치정확도

있다.

향상을 위한 의사거리 오차의 분석에 관한 연구, 김용일
등, 1996).

3.2.2 현장조사 As-Is/To-Be

또한 기존에는 현장에서 피해규모 측정이외에 디지털 카

현장조사 업무 프로세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현

메라를 이용한 피해현장의 사진 촬영, 위치도 작성을 위

장조사업무 프로세스에서는 피해위치 파악, 일시 등 수기

해 종이지도에 위치 표시, 측정한 피해 규모 및 피해개요

로 작성해야하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GPS 및 모바

등의 야장작성 등을 하였으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일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직접 입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입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 촬영, GPS좌

력된다.

표를 기반으로 한 지도표시, 피해내용의 스마트폰 입력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서는 피해규모 측정을 줄자, 스타
프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나 스마트폰에서는 GPS를 이
용하여 사용자가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거나 지도에 표시함
으로써 피해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Tracking, Mappin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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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s-Is 현장조사 프로세스

그림 10. 현장조사 프로세스

그림 11. As-Is 전자재해대장 입력 프로세스

그림 12. To-Be 전자재해대장 입력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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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s-Is 재해현황도 작성 프로세스

그림 14. To-Be 재해현황도 작성 프로세스

3.2.3 NDMS 전자재해대장 입력 As-Is/To-Be

로써 현장조사 후 사무실에서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난관리시스템의 전자재해대장 입력 프로세스는 기존의

재해현황도는 각 지자체 별로 관내지도에 피해시설별로

업무 프로세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업무 프로세스가 크

각기 다른 색상을 이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고 각 시설별

게 다르지 않다. 입력 방식의 차이는 웹에서의 입력과 스

피해조사 현황을 집계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

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입력 차이로 발생하게 된다.

우 좌표정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전자재해현황도가 실시간

그러나 스마트폰의 업무 프로세스에서는 현장조사와 동
시에 전자재해대장 입력이 완료됨으로 스마트폰 기반 업

으로 생성됨으로써 수작업으로 재해현황도를 작성할 필요
가 없어진다.

무 프로세스에서는 현장조사 업무 프로세스만 존재하며,
재난관리시스템의 전자재해대장 입력 업무 프로세스가 따

4. 스마트폰 기반 피해조사 표준 프로세스 개발

로 존재하지 않는다.
4.1 표준 업무 프로세스 개발

3.2.4 현장조사 후 As-Is/To-Be

앞서 분석한 업무현황과 이를 통하여 제시한 프로세스

기존의 피해조사 업무 중 현장조사 후 사무실에 복귀하
게 되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저장, 지도 스캔, 야장정리

안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기반 피해조사 표준 업무 프로세
스를 개발하였다.

등 현장조사 자료를 정리하는 업무가 존재하였으나, 스마

기존 피해조사 프로세스는 현장에서의 피해조사와 현장

트폰을 이용할 경우 현장에서 모든 자료를 전송하게 됨으

조사 후 사무실에서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로

그림 15. As-Is 피해조사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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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To-Be 피해조사 업무 프로세스

그림 17. 스마트폰 기반 피해조사 표준 업무 프로세스

분류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종료하는 one-stop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피해조사 업무 프로세스 As-Is/To-Be 피해조사 업무 프로세
스를 바탕으로 한 표준 업무 프로세스는 그림 17과 같다.

개선된 프로세스에서는 현장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공공시설 피해입력에서부터 사진촬영, 위치정보획득, 표

4.2 표준 업무 프로세스의 업무 효과 분석

준단면도 작성, 피해내역 입력 등의 피해공정에 대한 상세

As-Is/To-Be 모델을 바탕으로 업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보까지 모두 입력하고 재난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

기존의 피해조사 업무 프로세스는 총 48단계의 업무 프로

송함으로써, 사무실에 복귀하여 재난관리시스템에 현장조

세스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개선된 업무 프로세스는 기존

사 내용을 정리하여 입력하는 프로세스가 생략되었다.

의 업무 프로세스에서 현장과 현장복귀 후 사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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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의 부재로 인하여 현장조사
업무와 NDMS입력 업무의 중복 업무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스마트폰 기반의 표준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함에
따라 피해조사 경험이 없는 신규 담당자도 표준 프로세스
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넷째, 또한 기존 대비 58%의 업무 프로세스가 줄어듦에 따
그림 18. 업무 프로세스 비교

라 최소 30%이상의 시간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폰 기반 피해조사 표준 업무
프로세스는 스마트폰 기반 피해조사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야장정리 및 재해현황도 작성 등 사무실에서의 중복된 업무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어 현재 소방방재청

를 현장에서 모두 종료 하도록 하여 총 20단계의 업무 프로

복구지원과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피해조사 체계 개

세스로 구성되어, 업무 프로세스가 약 58% 줄어들었다.

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 기반 피해조사 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의 일부로 현행 피해조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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