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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의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소방기관이 지휘권자가 되는 긴급구조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이다. 그러나 풍수해,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많은 일반직 공무원들도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

과 수습활동을 수행하나 이들을 위한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일반직 공무원들과 유

관기관들 간에 신속하고도 단절됨이 없이 협력적으로 대응과 수습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 간 협력 필요업무를 도

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재난현장 대응편제, 현장지휘체계, 지휘 조직도, 편제 운영원칙, 재난현장 대응활동, 기관 간 상호공조, 협력업무

ABSTRACT Standard Incident Command System in Korea is that Incident Command System for Emergency Rescue Oper-

ation, which is commanded only by Fire Fighting Agencies. However, in the event of a disaster such as the flood, storm,

or landslide disaster, there are many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performed by the General Public Officers at the disaster

on-scene. Yet, there isn't an Natural Disaster Command System for the General Public Officers in Korea. Thus, we have

studied the response activities needed cooperation among agencies and proposed some considerations of the Natural Disas-

ter Command System for General Public Officers. The system will be useful to response and recover disaster rapidly,

seamlessly, and cooperatively among General Public Officers and the related agencies.

KEYWORDS incident command system, ics structure, operation principle, on-scene operation, emergency response, coor-

peration among agencies

1. 서 론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난 위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위험지역 내 개발난립 및 고층화, 지하

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인구밀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대규모화 되고 있다.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어떤 한 기관의

역량만으로는 재난에 대응하고 수습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에 신속하고도 원활한 대응을 위

해서는 공동의 현장대응 조직구조와 지휘운영원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현장지휘체계 또는 현장대응편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긴급구조 활동, 산불, 방사능방

재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휘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나 풍

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일반직 공무원의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위한 재난현장 대응편제는 없는 실정이다. 기존 연

구논문들도 대부분 삼풍백화점 붕괴시 긴급구조활동에 대

한 지휘체계나 미국의 ICS 체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

며, 풍수해 대응활동에 대한 특성을 조사 ·분석한 현장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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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또는 재난현장 대응편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풍수해에 대해 신속하고도 원활한 대응과 수습을 위한 재

난현장 대응편제와 운영원칙 등을 개발함에 있어 고려해

야할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침수, 산사태 발생시 재난현장에서 일반직 공무원들과 유

관기관들이 수행하는 대응활동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유

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5의 재난관리책임

기관 중 풍수해 재난현장에서 응급조치(응급복구 등) 활동

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긴급

구조 및 긴급구조지원활동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토사

제거, 배수, 급수 등의 대응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소방기

관, 경찰관서, 군 등의 활동은 포함하였다.

연구방법은 현장지휘체계 또는 현장대응편제와 관련한

법제도는 인터넷으로 조사하였으며, 계획과 매뉴얼은 중

앙 및 지방정부 기관을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풍수해 발생

시 현장대응업무를 조사하기 위해 2012년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중 침수와 산사태 시나리오로 훈련한 정읍시 등

을 방문하여 참관하였으며, 우면산 산사태, 태풍 나리 등

실제 재난대응사례는 재난현장 대응경험자와의 인터뷰와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3. 법·제도 현황 분석

3.1 기본법의 현장지휘체계 현황 분석

우리나라 현행법상 현장지휘체계에 대한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

되어 있고, 표준현장지휘체계에 관한 내용은 긴급구조대

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서 다루고 있다. 긴급구

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은 기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칙의 목적이 ‘긴급구조대응활

동’으로 표기되어 있어,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

구조활동’과 다소 차이가 있다(표 2 참조).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현장지휘체계가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이외의 모든 대응업무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급수, 배수 등 소방기관

이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은 소방기관이 현장에서

대응활동 시 긴급구조활동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도 무조건 ‘

소방관서장’이 현장지휘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긴급구조와 관련된 현장지휘체계 외에도 산불현장에서의

합동지휘체계(산림보호법 제37조), 방사능방재 대응활동이

요구되는 경우의 대응조직(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

능방재 대책법) 등이 존재한다.

3.2 중대본의 현장지휘체계 현황 분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상황관리규정 제12

조에는 지역본부장의 ‘현장지휘체계’가 있으며, 여기에는 지

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

어서, 비상지원본부가 현장지휘를 위한 조직처럼 되어 있다. 

안전관리계획에서는 비상지원본부를 현장C.P.(Command

Post)로 함께 표현하여 비상지원본부가 현장지휘소(Command

Post)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표현되어있다.

3.3 자연재해대책법의 현장지휘체계 현황 분석

비상지원본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한 비상지원본부가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

표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현장지휘체계 관련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현장지휘)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동법 시행령 제59조(현장지휘체계) ①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여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2. 중대본 상황관리규정상 현장지휘체계 관련 규정

중대본 상황관리규정 제12조(지역본부장의 현장지휘체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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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연재해대책법상 현장지휘체계 관련 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시·도 및 시·군·구 본부장과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9조 (비상지원본부의 설치·운영) ① 법 제36조에 따라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현

장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표 4. 우리나라 풍수해 재난대응업무 목록(일부)*

재난  현장대응업무

목록 (안 )

법제도 계획 및 매뉴얼 훈련시나리오 실제 대응사례
구 분

기본법 지역안전 관리계획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읍시 노원구 우면산 태풍나리

신고접수보고 ○ ○ ○ ○ ○ ○ ○ 지원

피해상황 분석 ○ ○ ○ △ ○ ○ ○ 지원

현장안전 확인 보좌

유관기관 상황전파 ○ ○ ○ ○ ○ ○ 보좌

(현장)지휘 ○ ○ ○ ○ ○ ○ ○ 대응

응급부담 ○ 대응

주민 안전정보제공(경보, 브리핑) ○ (수습보도) ○ ○ ○ ○ 보좌

미디어 모니터링 보좌

대피(주민, 차량) ○ ○ (주민대피) ○ ○ ○ ○ 대응

진화 및유해화학물질 처리 ○ ○ (위험물, 유독물) 대응

수색구조 ○ ○ ○ ○ ○ ○ 대응

구급의료  및사상자 이송 ○ (긴급수송) ○(긴급수송 포함) ○ (응급의료소) ○ ○ ○ ○ 대응

사상자 신원확인 ○(사망실종자처리) ○ ○ 대응

교통통제 및 치안(경비) ○ (견인) ○ (사회질서유지포함) ○ ○(견인) ○ ○ 대응

안전선 설치 ○ (safety line) ○ 대응

도로토사제거 ○ ○ ○ ○ 대응

생활기반시설  복구

(전력, 가스, 상하수도 등)
○ (정보통신) ○ (전력) ○ ○ ○ 대응

주택 붕괴 및 축사 침수

○ (응급복구)

○ ○ ○ ○ 대응

산사태 및 제방 붕괴 유실 ○ (제방) ○ ○ ○ 대응

수방 활동(공사장, 지하철 등) ○ (수방) ○(농경지) ○ ○(농경지) ○(농경지) 대응

쓰레기청소 ○ ○ ○ ○ 대응

방역 ○ ○ ○ ○ 대응

지휘용 통신 지원 ○ ○ 지원

급식(대응요원) ○ ○ 지원

자원봉사자 관리 ○ ○ (민간참여) ○ ○ 지원

동원 장비, 인력 확인 및 조달 ○ (직원파견) ○ (동원요청) ○ (지원요청) ○ 지원

기록 관리 ○ 지원

VIP 의전 ○ ○ 지원

이재민 구호 ○ ○ ○ ○ (급수) ○ ○ ○ 대응

성금 조달 홍보
○

(행정재정조치)
○ 보좌

*본 연구에서는 재난 현황 대응업무 목록 도출을 위해 국내 법·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외에도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국가 재

난관리기준(상호협력기능) 등을 참고하였다. 관련 계획 및 매뉴얼은 표 1의 문서 외에도 지역 재난대응계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의2 참조), 자연재난 표준

행동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풍수해), 비상대처계획(EAP)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2012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시나리오는 정읍시, 노원구 외 성남시도 분석하

였으며, 실제 대응사례도 우면산, 태풍 나리(제주도) 외에도 2011년 발생 한 춘천시 펜션 매몰사고를 참고하였다. 본 논문에는 지면상의 이유로 일부만을 수록한다.

로서 제36조에 의하면 ‘지역긴급지원’을 위한 곳으로 명시하

고 있으며, 현장지휘를 위한 곳으로 되어있지 않다(표 3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재난발생시 현장대응을

위한 조직이나 지휘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히 규정

되어 있지 않다.

4. 풍수해 재난 현장대응업무 현황 분석

4.1 풍수해 재난 현장대응업무 현황 조사 

풍수해 발생시 현장 대응편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

선, 재난대응업무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안전관리계획, 자연재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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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행동매뉴얼을 살펴보았고, 2012년도 재난대응안전한

국훈련 중 침수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한 정읍시와 노원구의 훈련내용과 우면산 산사태, 태

풍 나리 등 실제 재난대응사례를 살펴보았다. 

실제 풍수해 발생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산사태, 침수,

제방 붕괴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양한 대응업무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협력필요 업무 도출 

재난은 일상적인 대응능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큰 피

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여러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대

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읍시의 훈련에서는 표 5와

같이 대피나 긴급복구 등 대응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현장 대응활동에 참여한다. 현장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도 다양하며, 각 자원 역시 다양한 기관에서 보

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재난현장에서의 원활한 대응활동

을 위하여 다수 기관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4.3 재난 현장대응업무 특성 분류 

도출된 재난 현장 대응업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응업무는 매우 다양하며, 대응업무

의 특성에 따라 직접 대응 업무, 대응 지원 업무, 현장지휘

보좌 업무로 구분하여 표 4의 우측 구분란 대응, 지원, 보

좌 등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직접 대응 업무란, 대피, 교통생활기반시설 등의

응급복구, 2차 피해 예방, 구호 등 대응인력들이 재난 현장

에서 수행하는 직접적인 대응업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응

인력 및 대응 업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 하는 대응

지원 업무의 예로는 표 4와 같이 상황관리, 자원관리, 통신

지원, 대응요원 급식 및 급수 지원, 재정관리, 사상자 관리

등이 있다. 현장지휘 보좌 업무는 공보, 연락, 안전 등 현장

지휘자의 원활한 지휘활동을 위해 이를 보좌하는 업무이다.

업무특성의 분류는 현장대응편제 구성시 그림 1과 같이

조직체계를 구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5. 재난 현장 대응편제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이상의 재난현장대응업무의 현황 분석을 통해 재난의

특성과 재난대응업무의 특성, 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업무

표 5. 대응업무 수행주체 및 필요 자원 보유기관*

재난 현장 대응업무 참여기관 자원 자원보유기관

○ 대피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소방서

정읍경찰서

군부대

정읍시 건축과

정읍시 축산과

정읍시 민생경제과

정읍시 산림녹지과

샘고을시장 상인회

앰프(통장, 이장단)
- 한국농어촌공사

- 정읍시 건축과

가축운반차량 - 중앙 및 전라북도

대피유도인력

- 정읍소방서

- 정읍경찰서

- 군부대

- 정읍시

- 샘고을시장 상인회

○ 긴급복구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도기본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 건축기획과

- 조명차 - 서울지방경찰청

- 위생차(화장실) - 서울지방경찰청

- 살수차 - 서울지방경찰청

- 백호우

- 도기본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장

- 덤프트럭

- 그레이드

- 바브켓

- 발전기

- 인력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장비 - SH공사

*2012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정읍시 훈련시나리오 참조

그림 1. 재난현장 대응업무 특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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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특성을 통해 재난현장 대응편제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을 도출하였다.

5.1 재난의 특성 고려 필요

‘재난’은 일상적인 대응능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한 상태로서, 간헐적이고 비정기적이어서 언

제 발생할지 몰라 준비에 소홀해 질 가능성이 많으나, 일

단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재난대응을 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특성은 긴급

한 대응을 요한다는 것, 대형 피해 발생으로 인해 일상적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재난현장에서는 여러 기관이 평시와

는 다른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대응한 후 해제한다는 특성

이 있다. 

이 외에도 원활한 수습을 위해서는 다른 기관의 자원의 지

원이 필요하며, 한정적인 대응자원으로 인해 자원배분에 있

어 조정과 기관 간 대응활동의 순서 조정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난 현장 대응편제의 개발 시 긴급한 대응, 다

수 기관이 참여하는 임시조직, 원활한 조정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5.2 다양한 재난상황에 적용 가능한 유연성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에는 다양한 대응업무가 발생하

며 동일한 재난이라도, 피해상황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재

난현장 대응업무의 종류는 다양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재

난 현장 대응편제는 다양한 재난대응업무와 재난대응인력

의 규모에 있어 ‘유연’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3 기관 간 합동대응의 원활화를 위한 표준적 편제

재난은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대응해야할 정도의 피해

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기관 간 합동대응을 원활히 하기 위

해서는 ‘표준’ 적인 재난 현장 대응편제가 필요가 있다.

5.4 기관 간 대응업무 조율을 위한 합동지휘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 발생 시 각 기관의 대응업무

의 수행 순서는 재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기관을 대표하는 지휘자들은 합동으

로 대응편제를 조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풍수해 발생으로 인해 고목이 전도되어 전선

이 끊어지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장 도로복구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고목의 제거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 관리기관의 결정이 필요하

며, 이를 통해 고목이 제거된 이후에야 비로소 전선이 복

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해 입은 지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와 같은

중장비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방 복구, 도로복구,

주택 토사제거 등의 대응업무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피해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업무처리 순서를

결정하여 굴삭기를 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기관 간 업무의 선후행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나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난이 발생하여 한정된 자

원을 동시에 요청하는 경우 자원배치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 

효율적인 조정은 재난상황 전체를 조망할 때 가능하다.

기관별 대응방식으로는 각 기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재난대응 성과측면에서 볼 때는

중요한 업무처리가 후선으로 밀리는 등 결과적으로 피해

를 최소화할 수 없다.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합동지휘가 필요하다. 합동지휘는 전체 재난대

응의 공동목표를 수립할 수 있으며, 기관별 대응력을 결집

할 수 있고, 한정된 자원을 배치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효

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5.5 지휘권자 변경의 유연성 

소규모 사고의 경우에는 다수 기관이 참여할 필요 없이

발생한 사고의 대응 주관기관이 빠른 시간에 수습이 가능

하다. 하지만 다수 기관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재

난의 경우, 대응활동에 소요되는 기간은 길어지며, 풍수해

와 같은 경우에는 사나흘이 걸리기도 한다. 이런 사안의

경우, 대응활동 기간에 주요 대응 업무는 바뀌게 되어있으

며, 주요 대응 업무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지

휘기관도 바뀌게 된다(횡적인 지휘권 이양).

이외에 현장지휘자가 바뀌는 경우는 처음에는 작은 사

고였지만 시간 흐름에 따른 피해가 대규모화되어 여러 지

역으로 피해가 확산되거나 다른 지역에서부터 많은 대응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피해 지역의 상급기관으로 지휘권

이 이양될 수도 있다(종적인 지휘권 이양).

이러한 지휘권 이양은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활동을

위해 필요하며, 전후 지휘권자 간에 상황을 정확히 전달

하여 재난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권자 간에

전달해야할 브리핑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한 원칙이 개발

되어야 한다.

5.6 기타 지휘 및 보고 계통, 통합적 자원관리 등 운영원칙

수립 필요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대응업무에 지장을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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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보고채널을 단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난대

응인력에게 여러 상급기관 또는 상급자가 재난대응상황을

물어보거나 보고하도록 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피해 최

소화’를 위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피해를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상위 보고는 긴급대응을 위한 비상

조직상의 직상급자에게 보고하면 되도록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 기관 간의 대응업무의 조율 뿐만 아

니라, 재난현장에 있는 여러 기관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

리하여 재난대응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 현장에서는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정보 공유가 필

수적인데 이상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현장대응편제

지휘 및 운영원칙의 개발이 필요하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현장지휘체계와 관련된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풍수해에 대한 현장지휘체계가 없음을

파악하였고, 풍수해 발생 시 재난현장의 대응업무의 분석

결과, 일반직 공무원과 유관기관들은 함께 재난대응활동

을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재난대응 활동은 매우 다양하며, 대피, 긴급복구 등 한

대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기관이 함께 대응하며 많

은 대응자원을 활용함을 알 수 있었다. 재난대응업무의 특

성을 분석하여 직접대응업무와 대응지원업무, 지휘보좌

업무 등 대응업무의 특성이 도출되었다. 이 특성은 현장대

응편제의 조직체계도 구성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재난현장 대응활동의 특성을 분석하여 현

장대응편제를 개발할 때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하

였다. 재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대응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편제는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수 기관이

참여하므로 표준화된 조직구조와 합동지휘구조, 그리고

지휘 및 운영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휘 및 운영원칙

에는 현장 지휘 명령 및 보고 일원화 원칙, 현장자원의

통합관리 원칙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작은 사고에

서부터 대규모 재난까지 공백없는 재난대응을 위한 지휘

권자 변경의 유연성이 담보되는 재난현장대응편제이어

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고려사항에 부합하는 풍수해 재

난현장 일반직 대응편제가 개발된다면,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의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표준으로 제정할 필요

가 있으며 풍수해 발생시 참여하는 모든 대응요원에게

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재

난 발생 시 기관 간에 신속하고도 원활한 대응 및 수습

활동이 가능해져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제언으로는 본 풍수해 재난현장 일반직 공무원

대응편제는 어떠한 재난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미국의

Incident Command System과 같이 국가표준의 현장대응

편제(가칭)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긴급구조,

산불, 방사능 등 분야별로 개발되어 있는 현장지휘체계

를 주관하는 기관들과의 검토협의 등 향후 심도있는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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