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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 Korea, if a very large forest fire occurs due to the people’s carelessness, it is of great 
interest because it spreads into a large forest fire. If a wildfire spreads and becomes large, it will inflict 
great damage (appointment and property), and the damage is irreversible. The best way to extinguish a 
wildfire is to prevent it before it occurs. If a forest fire occurs due to a failure in prevention, the early 
firefighting activities to prevent the progress of the forest fire by promptly dispatching it by reporting it 
and approaching the site as soon as possible should now be managed with a systematic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o do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eventive system, such as issuing warnings 
for each weather condition by the Korea Forest Service, consisting of cooperation (support) activities for 
forest fire prevention by related organizations, etc.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of precious lives and 
forests, measures have been taken to establish a system, to establish a prompt and accurate situation 
reporting system, and to establish an integrated command system (ICS) for on-site commanders.
Keywords : Super large forest fire, Carelessnes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est fire prevention, 

Integrated command system, Related organizations

1. 서 론

산불은 건조한 대기와 강풍으로 매년 겨울철이면 동시
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인위적
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행
락객․등산객 증가로 실화(失火)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
생이 급증하고 있다. 산불 발생 원인은 매년 비슷하다. 입
산자실화(46%),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20%), 기
타(34%) 등 이다. 산불위험경보에 따른 입산금지, 화기반
입제한 등 효과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
라의 기후, 지형, 산림구조의 특성으로 대형 산불 발생가
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봄․가을철은 매우 건조하고 계절
풍의 영향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대형화되

는 경향 있다. 산불발생 시 진화가 곤란한 이유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속도가 빠르다. 최근 건축물 
화재, 무속행위, 풍등, 방화 등 산불원인의 다변화 추세이
다. 산불 빈발 시기는 봄․가을,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소각 행위, 따뜻한 겨울, 여름까지 건조지속 등으로 산
불 조기발생 및 장기화,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산불예방 및 진압 지원 대책을 산림청과 소방청 및 중앙·
지자체가 통합관리체계로 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산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산불관리 목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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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을 예찰(豫察)ㆍ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ㆍ진화하
고 산사태를 예방ㆍ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
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불화재의 월별발생 추이
로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 Monthly Wildfire Occurrence Trend

연구배경으로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산불안전 
및 피해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전략적으로 원인별 맞춤식 
예방활동 강화로 산불 발생요인 사전 차단과 신속하고 안
전한 진화와 체계적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하기 위함
이다. 첫째. 산불 취약시기 산불방지 대응태세 확립하여야 
한다. 전국 산불방지대책본부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유관
기관 산불방지 협업체계 구축･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원
인별 맞춤식 산불예방으로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입산객 관리‧계도 및 소각산불 예방활동 협업 강화하
고 과학적 감시와 위험지 중점관리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 협업 및 유관기관 참여 산불예방‧홍보 강화
하여야 한다. 셋째. 통합적･체계적 초동대응으로 산불피
해 최소화하여야 한다.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구축 및 
현장통합지휘능력 제고하고 기관별 전문화된 지상진화대 
편성‧효율적 운영하고 진화헬기 대응역량 극대화 및 안전
관리 강화한다. 넷째. 원인조사 및 사후평가 강화로 재발
방지하여야 한다. 산불 가해자 검거‧처벌 강화로 대국민 경

각심 고취하고 산불대응 사후평가 강화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한다. 다섯째. 산불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하여야한
다. 체계적인 산불방지 교육･훈련 확대 및 전문가를 양성
하고 지역산불방지협의회 활성화 및 법･제도적 기반 강화
하고 세계산불총회 후속조치 및 산불분야 국제협력 강화
한다. 위의 내용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산불통합관리체
계에 따른 효율적인 운용(산불예방 및 진압지원대책)방안
을 강구하여 소중한 인명과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이며 유관기관과 산불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긴밀한 공
조체제로 대형 산불을 원천봉쇄하여야 한다. 

2.1 산불발생의 원인

최근 메마른 날씨로 산불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건조한 
날씨와 부주의가 결합된 재앙이다. 매년산불은 발화지점, 
피해상황 등이 전년도의 복사판으로 재난에서 교훈을 얻
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원인이다. 정부구조조정으로 산림
부서의 축소와 인력감축도 원인이다. 지방자치제 실시이
후 민선자치단체장들의 관심부족이 원인이기도 하다. 

2.2 재난성 대형산불 발생현황

재난성산불이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불로 
인명과 재산 등 국가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산불을 
말한다.

2.3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별 임무와 역할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산림청(산림항공본부), 행정안전

<Table 1> Catastrophic large-scale wildfire damage

year designation period
Damaged area

(ha)

amount of 
damage

(KRW billion)

Jaemin Lee
(Generation)

maximum 
wind speed

(m/s)

2000 East Coast wildfire 4. 7~4.15 23,794 360 850 (299 households) 23.7

2002
Cheongyang･Yesan Forest 

Fire
4.14~4.15 3,095 60 78 (32 households) 15.1

2005
Yangyang wildfire

(Naksansa Temple Damage)
4. 4~4. 6 973 276 412 (191 households) 32

2013
Pohang and Ulju forest fires

(Urban Forest Fire)
3. 9~3.10 79, 280 95

170
(91 households)

12.3

2017
Gangneung and Samcheok 

forest fires
5. 6~5. 9 1,017 133

81 
(38 households)

23

2019
Gangwon wildfires 
(Goseong/Sokcho, 

Gangneung/Donghae, Inje)
4. 4~4. 6 2,832 1,291 (566 households)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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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방관서), 경찰청(경찰관서), 국방부(군부대) 등 유
관기관을 말한다.

주요 임무 및 역할로는 <Table 3>과 같이 소방인원․소
방차량․소방헬기 등 소방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도시지
역은 소방관서에서 초동진화를 적극 지원하여 산불현장통
합지휘본부 연락관･전문가 파견 등 운영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4 산불 진행단계별 지원활동

단계별 지원활동은 초기 단계에는 상황접수와 출동 중 

산불확인을 하고, 초동조치단계에서는 현장도착과 현장 
활동이 중요하다. 산불확산단계에서는 소형단계(5㏊미
만), 중형단계(5㏊~30㏊), 대형단계(30㏊이상), 재난 수
준의 대형산불로 대응하며, 뒷불정리단계, 수습･복구활동
으로 진행된다. 그 외에 체크하여야 할 내용으로  첫째. 
현장지휘･상황보고체계, 둘째. 산불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합동점검 셋째. 예･경보시스템 확대 및 주민경
보･대피체계 개선 넷째. 산불발생 취약지역 집중관리 다
섯째. 동시다발･야간 산불진화대책 마련, 여섯째. 민･관･
군 상설화하고, 일곱째. 산불진화능력 향상을 위한 정예대
원 육성, 여덟째. 산림 연접지의 주택, 아홉째. 건축물 등 

<Table 2> The role of forest fire-fighting-related organizations

Agency role

Korea Forest 
Service

(Forest Aviation 
Headquarters)

Operation of fire fighting helicopters
Operation of air commander when several helicopters evolve
Dispatch of an aerial firefighting team to the integrated forest fire site command center
Composition and support of the forest fire field countermeasure support team
Formation and support of forest fire situation analysis advisory group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fire department)

Support of firefighting resources such as firefighters, firefighting vehicles, and firefighting helicopters
Distribution of duties and roles according to target areas, such as protection of private houses and facilities
In urban areas, firefighters actively support
Promptly disseminate and take countermeasures when a forest fire report is received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the Integrated Command Headquarters at the wildfire site
Support dispatching liaison officers to the forest fire site integrated command headquarters and dispatching 
experts to the forest fire situation analysis advisory group

National Police 
Agency

(Police Office)

Support for fire-fighting resources such as fire-fighting personnel, police helicopters, etc.
Arrest of the person who started the forest fire or the arsonist
Security maintenance and protection of residents according to evacuation orders
Dispatch of liaison officers to the integrated forest fire site command center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ilitary unit)

Support for fire-fighting resources such as fire-fighting forces and helicopter support
Support for use of military airfields and refueling of forest fire-fighting helicopters
Utilization of disaster frequencies of support helicopters
Cooperation with air commander operation
Dispatch of liaison officers to the integrated forest fire site command center

<Table 3> Main tasks and roles

Field Focused support measures

prevention
promotion

▸ Conduct joint safety inspection and fire suppression training for cultural assets in forests
▸ Promotion of forest fire prevention using firefighting helicopters and volunteer fire brigade
▸ Support for burning agricultural products, paddy fields and paddy fields in advance and removing 

flammable substances

prepare
Response

▸ Operation of large-scale forest fir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nd intensive management of 
vulnerable areas

▸ Establishment of prompt and accurate situation management and situation reporting and dissemination 
system

▸ Thorough inspection and maintenance of firefighting equipment and firefighting water facilities

Evolution
cooperate

▸ The on-site commander's prompt assessment of the situation and appropriate firefighting resources
▸ Re-establishment of on-site command system for effective firefighting
▸ Clarification of duties and roles of firefighting helicopters and establishment of support system
▸ Securing forest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and preparing plans for its use
▸ Establishment of a proactive response system for simultaneous outbreaks and nighttime wildfires



166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이 정 일

방화안전기준 보강, 열 번째. 산불진화용 첨단장비의 보강 
검토하여야 한다. 재난 수준의 대형산불 발생시 [Figure 
2]와 같이 산불진행단계 (경보단계, 초동조치 단계),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중앙통제단 가동, 산불현장 대응, 
수습 및 복구 단계를 말한다.

○ Identify human lives, damage to major facilities, and additional hazardous areas
○ Dispatch of on-site situation management officers ○ Identify and report on the 
scale of wildfires and damage conditions ○ Prepare to request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 Adjust and control additional resources required (SNG, central 
rescue team, etc.)

Central control 
group operation

<Alarm stage>
○ Entering into a special alert system ○ Reinforcing patrols and establishing 
emergency response posture  ○ Maintain 100% operation status of firefighting 
helicopters and firefighting vehicles
<Initial action stage>
○ Goryeo residents evacuation and warning broadcasting such as forest fire progress 
direction, wind direction, clinical trials, etc.  ○ Systematic on-site response by 
operation of emergency rescue control team in each stage (fire station → fire 
headquarters)  ○ Concentrate the superior firefighting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wide-area dispatch, and focus on initial evolution

stage of 
wildfire

  <Response to forest fires>
○ On-site supervision: Coordination and control of the activities of the regional control 

group leader, adjustment of support functions of related ministries
○ Efficient adjustment and distribution of on-site response resources (manpower and 

equipment)
○ Confirmation and inspection of emergency relief and recovery support plans
  <Visit the damage site>
○ Identify the situation of wildfire damage ○ Identify public sentiment

Response to 
wildfires

  ○ Investigate the cause of damage ○ Investigate the amount of damage ○ Support 
for recovery costs ○ Evaluate emergency rescue activities ○ Investigate the cause 
of damage and prepare measures for recurrence, etc.

Repair and 
recovery activities

large wildfire

[Figure 2] Stages of a large-scale forest fire

3. 산불예방･진화 종합개선대책

3.1 단기대책

현장지휘･상황보고체계 개선방안으로 현장지휘자에 
대한 보좌기능 강화로 현장지휘체제 구축해야 한다.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를 공동예규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Figure 4] 산불
진화 지휘체계 개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관기관합동현
장통제단의 기능으로 본부장을 보좌하여 상황판단회의, 
산불현장 작전지휘권 행사, 인력･장비(헬기 등) 수급, 작

전종료 기타 지휘권 건의 등이다. 신속･정확한 상황보고
체제 구축으로 실시간 정보전파 사이버상황실 운영검토 
및 연락관 파견제 적극 활용하고 유관기관 간 핫라인 설치 
추진하여야 한다. 현장지휘자의 통합지휘체계(ICS) 확립
방안 강구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추
진하고 산불진화지휘시뮬레이션을 개발하여 지휘훈련용
으로 활용하고 이동위성차량(SNG), 위성전화기 등 위성
통신망 현장활용도를 제고한다. 산림청의 프로그램 공유
로 실시간 상황관리･전파체제 확립하고 소방청･산림청･
기상청 등 관련기관 ｢공동대응시스템｣ 마련, 산불정보 수
집･분석･전파 등 정보전달매체 구축 및 정보공유 한다. 
CBS문자송출 등을 통한 상황전파시간 단축방안 강구, 언
론통제반 운영 및 주기적인 브리핑 실시로 일사분란한 현
장통제를 한다. 통합체계가 완성되면 산불예방 및 피해방
지를 위한 긴급합동점검, 예･경보시스템 확대 및 주민경
보･대피체계 개선하고 의용소방･민방위대원 등 취약시기 
집중순찰 및 감시활동 강화, 휴대폰 재난문자방송(CBS)
시스템 전국확대 실시, 정확한 현장상황 분석･예측에 따
른 주민 비상경고･대피 발령, 대피능력 부족자는 무선페
이징시스템과 연계하여 대피방안 마련, 사전 대피로 및 대
피소 지정, 방송으로 주민 안전대피 유도, 전달채널 다양
화로 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전파흡수력 강화, CBS, TV재
해경보방송시스템, 가두･옥외방송, 민방위경보시설 등을 
하여 산불규모 및 진행단계별『산불진화･대응매뉴얼』작
성･활용한다. 또한 산불발생 취약지역 집중관리 방안으로 
국립공원 등 산불발생취약지역 지정･관리, 시기별･위험요
인별로 중점 관리대상을 설정하여 계도･단속, 논･밭두렁 
소각(3월), 성묘객(4월 청명･한식 전후), 산채채취(5월)
등의 최대한 입산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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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levant Institutions Joint Fiel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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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s of the Joint Field Control Group 
of Relevant Institutions

  ○ Exercising the right to command operation 
at the wildfire site

  ○ Hold a situation assessment meeting
  ○ Suggestion of command, such as 

termination of oper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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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mprovement of forest fire fighting command 
system

가장 중요한 동시다발ㆍ야간 산불진화대책 마련하기 
위해 동시다발 산불에 대한 진압체계 구축하고 야간산불 
대비태세를 강구해야 한다. 민ㆍ관ㆍ군 통합지휘체제 확
립 및 출동대응 협력체 상설화하고 동원자원 보유기관 간 
응원협정 체결 및 정기적 정비･보완과 인적･물적자원 
D/B화 및 각 관련부처 역할･임무 부여하고 산림･소방･
군･경 등 유관기관 간 합동 연습/훈련 정례화하여야 한다.

3.2 중 장기대책

산림 인접지의 주택, 건축물 등 방화안전기준을 보강하
고 산불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거리내 방화수림대 조
성하고 건축물 등의 주요구조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화하
고 문화재 보호를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 드렌쳐(수막)
설비 설치 권장(현 면적단위 기준을 목조･문화재 가치 및 
보존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소방기술전문가 합동연구 
등을 통한 대상별 적용방안 검토)한다. 산불진화능력 향
상을 위한 정예대원을 육성하고 국립(도립)공원 등 산불
취약지역에 119산불진화대를 설치하고 산불진화훈련센
터 설치와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불진화시뮬레이션 개발, 
교육용 자료 활용한다. 산불진화용 첨단장비의 보강검토

하기 위해 강풍, 야간 등 기상악조건에서 임무수행이 가능
한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연차적 도입 추진, 노후소방차 
연차적 교체･보강, 산불진화용 특수소방차, 개인장구의 
개발･보급 확대 추진한다.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산불예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조한 날씨 등 산불위험시기에는 국민불편이 있더라
도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산림법 위반사례에 대
해서는 보다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예방조치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한다.

4.2 산불진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진화용 헬기 등이 크게 부족해 신속한 초동진화가 어렵
고 임도 등 접근로가 없어 지상접근이 곤란한 점이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긴급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헬기부
터 대폭 확충하고 임도개설, 전문인력양성, 인공강우 등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4.3 지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휘체계 미비
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시ㆍ군 또는 도 단위에서 
제각각 인력과 장비를 운용하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
다. 또한 유관기관 공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5. 산불초동진압 및 공조체제 강화

5.1 감시 및 신고 체계의 확립

산불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 인력의 증원 배치로 
유급감시원확대와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위촉 확대 및 활
용하여야 한다.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탐지 및 모니터링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공중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경비행
기를 추가 확보 하여 순회비행 등 상시 감시체제 구축하고 
주요 등산로 등에 무인 감시 장비 확대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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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산불확산 단계별 산불대응자원 신속 투입

산불초기 소방차 등 우월한 소방력 투입, 초동진화에 주
력, 야간산불, 험준한 산악지형의 경우 소방헬기 추가 투
입, 의용소방대원 등 활용, 잔불정리 등 뒷불감시･사후관
리 철저, 산불확산시 유관기관 및 인접서 추가 지원 요청
하여 신속하게 투입한다.

5.3 동시다발 및 야간산불 진압체계 구축

동시다발･야간 산불진화시 주요 조치사항으로 동시다
발･야간진화 작전 계획 수립, 현장상황 및 진화대원 안전 
수시확인, 직접진화가 어려울 때는 진화선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진화한다.

6. 결 론

우리나라 산불은 매년 같은 시기에 주로 발생한다. 대부
분 지형적 특성과 부주의가 결합된 인재이며 초기대응 실
패와 뒷불정리 미흡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
다. 최근 강원도 산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산불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
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산불
이 확산 되어 대형화되면 큰 피해(인명 및 재산)를 입게 
되고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부
터 진화활동들이 이제는 통합적으로 체계화된 통합관리체
계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산불예방 공조(지원)활동 전개 등으로 구성하고 산림청의 
기상상태별 경보발령 등 예방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
장지휘･상황보고체계 개선으로 현장지휘자에 대한 보좌
기능 강화로 현장지휘체제 구축하고 신속･정확한 상황보
고체제 구축하여 현장지휘자의 통합지휘체계(ICS) 확립
방안이 강구되어 소중한 인명과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여
야 한다. 도로ㆍ교량건설, 정보통신시설 확충 등 눈에 보
이는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책임의식 
약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건조한 날씨 등 산불위험시기에는 국민불편이 있더라도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산림법 위반사례에 대해
서는 보다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진화용 헬기 
등이 크게 부족해 신속한 초동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임도 
등 접근로가 없어 지상접근이 곤란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
적되고 있어 긴급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헬기부터 대폭 확

충하고 임도개설, 전문인력양성, 인공강우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휘체계 미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ㆍ
군 또는 도 단위에서 제각각 인력과 장비를 운용하는 시스
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림청이 중심이 되어 인력과 장비
를 즉각 동원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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