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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집중호우， 홍수， 태풍， 폭설 퉁 자 

연재해와 교통사고， 가스폭발사고， 건물붕괴사고 동의 인 

적재난 동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 

른 기상이변은 점차 재난발생을 예측할 수 없게 하고 태 

풍의 세력을 키우고 있어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안전보다는 경제적 성장 중심의 근대화를 한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도시의 밀집화 

로 인하여 재난발생의 피해를 대형화하고 있다.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재난현장에는 많은 기관의 인력 

과 장비가 동원되나， 현장지휘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 동 

원에 반복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여 재난 대응을 효과적이 

며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고주무부서 

는 현장대응 수습업무와 자원 지원요청 퉁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폭주가 된다. 반면，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몰라 재난 수습에 

우왕좌왕하는 양상을 매번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재난 유형별로 각 기관마다 대웅체 

계와 대웅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만， 재난현장에 참여하 

는 기관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평적인 협력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 기관이 대응해야 하는 대형재난이 

나 복합재난발생시， 다수의 현장대응기관간의 합동대웅 

뿐만 아니라 다수의 후선지원기관들이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여 재난대응의 협력에 있어 우리나라 대응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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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살펴보고 각 문제점에 대해 미국의 사례와 비교 

하여 우리나라가 향후에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1. 현황 및 문제점 

1. 재난현장의 통합지휘제계 미를 

현재 우리나라는 산림， 소방 퉁 주무기관마다 현장지휘 

체계를 각기 수립하고 있으며， 다수 기관이 관여된 대규 

모 재난이나 복합재난 발생시 합동지휘체계가 부재하여 

신속한의사결정 및 단일화된 현장지휘가힘든실정이다. 

산림청과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체계는 그림 l과 

같이 상이하다.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다수 기관의 합동 대응시 일원 

화된 통합지휘가 어려워 협업이 원활치 못하게 된다. 또한 

군(軍)， 긴급복구 지원기관 퉁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재난유형마다 각기 달리 수립된 대응체계에 따른 다른 지 

원을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반면， 미국은 통합지휘(UC : Unified Command)가 가능 

한 표준 현장지휘체계 (lCS : lncident Command System)를 

수립하여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대응시 신속하고 단 

일화된 현장지휘를 가능하게 한다 현장지휘체계 (lCS)는 

다수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시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일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고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하 

싣림칩 ICS 

General S t l'l ff 

Inc‘d enl 
Comma nd c。πlman d S ta ff 

그림 2. 미국의 표준 현장지휘체계 (lCS) 

그림 3. 작전부(Operation Section)의 조직확장의 예 

고있다. 

작전부(Operation Section)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경찰， 

소방， 긴급복구 동 현장대응기능을 하는 여러 기관이 작 

?l급구조특제H 

그림 1 산림청과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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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1Dn County EOP 

Unified Incident Comma nd Team 

그림 4. 미국 카운티의 통합지휘팀 구성도 

전팀장(Operation Chief)하에 확장 운영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여 기 에 는 통합지 휘 (UC : Unified Command)와 지 역 합동 

지휘(AC Area Command)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대응시 신속하고 단일화된 현장지 

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체계는 각 기관이 일상적인 사건 ·사고의 처리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통합현장지휘 안에 포함되는 

대응조직으로는 소방국(Fire Department), 경찰서 (Po lice 

Department), 재난관리실(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복지국ρept of Hwnan Setvices), 환경국￠빼t of Environmental 

Services), 보안관실(Office of the Sheriff) 둥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림 I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급구조통제단 

아래에 통합지휘팀이 배치되어 있다. 즉 소방서장 또는 소 

방본부장의 통제를 받도록 현장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 체계가 재난유형과 무관하게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국가표준 현장지휘체계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현장지뭐와 재난대잭본부간의 역알 불명확 

효과적인 현장지원의 재난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재난 

현장의 조직과 후선의 지원조직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 

어야 한다. 또한 두 조직의 구성체계가 동일해야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4. 6. 1 일 소방방재청이 재난관리전담기 

구로 출범하였으나 여전히 현장 대응체계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으며， 특히 재난대응 중심기관인 소방관서에서 재 

난에 대한 대응이 현장지휘관의 임기응변으로 이루어지 

는 퉁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김국현， 2006 1)) 

105개 기관 37 1 명 실무자를 대상으로한 이 설문조사 결과 

에 따르면， 긴급구조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에 대한 의견으로 소방기관에서는 기능 중복에 의한 혼란 

기능중륙에의한 g 

린‘ (54.6%) 

통저l딘괴 대책본부의 역힐은? 

종속적핀계로부g 

스러움 (11 영b) 

OH우효괴적 112.5%) 

그림 5. 통제단과 대책본부의 역할 

그림 6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 시 장 " 긴iT-iL:zt용세안유 지의설정에 따라 구성 훈영 

그림 7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조직도 

서로도웅이용， 

(21.0%) 

이 54.6%, 종속적 관계로 부담스러움이 11.9%에 이르는 

등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조직 구조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그림 6)와 긴급구조 

통제단(그림 7)간에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1)강원속초소방서장，경기 안양소방서장，서울시 도봉소방서장，충남아산소방서장등이 제 l 기 소방정책관리자반에서 발표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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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휘와 재난대책본부〉 〈현장지휘와 재난대책본부와의 연락흐름〉 

..... ‘i 현장펴째마항}의조정펴 징보의 후요흐릉씬 
‘ ---+ 커뮤니케이션리조정을쩌한보조호읍신 

찌휘계통 

그림 8 현장지휘와 재난대책본부와의 연락흐름도 

미국의 경우 현장지휘본부와 대책본부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다. 즉， 현장지휘자는 사고현장의 대응을 지휘 통 

제하며， 대책본부는 현장 밖에서 지역의 자원을 조정 관 

리하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대책본부가 원활한 지원을 하기 위해 현장지휘체계 

와 대책본부간의 부서 명칭은 동일하다 지휘계통은 그 

림 8의 오른쪽에서 실선(-)으로 표현된다. 대책본부와 

현장간의 조정 및 정보의 주요 흐름은 대책본부의 운영 

팀과 사고현장의 현장지휘자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보조흐름선은 현장의 부서들이 대책본부의 부서 

들로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따라서 자원협조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 

장의 재난관리조직과 후선의 재난관리조직간의 부서 명 

칭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장과 후선간에 조 

직체계가 다르고 명칭도 지역마다 다르다면 국가적 재난 

에 참여하는 다수 기관은 지원 부서를 찾는 데 많은 시간 

이소요될수있다 

또한 한 사람이 현장지휘와 자원 지원업무를 모두 담당 

하지 않도록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한 사 

람이 두 업무를 모두 하게 된다면 업무의 폭주로 말미암 

아 지원 역할의 수행이 원활치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l에 예시된 것 같이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은 인명구 

조 및 화재진압활동 시행 동의 현장대응업무와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통제관으로서 현장대웅에 필요한 사항을 유 

관기관에 협조 지원 요청하는 지원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서， 대형재난시 업무폭주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장 

대웅업무와 이를 지원하는 업무는 각기 다른 사람이 수행 

하도록할필요가있다. 

12 

표 1.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역할 

구분 기관별협조조치사항 

O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본부운영 
- 피해 및 구조상황보고l합동종합상황실j 

소방재난본부 
O 긴급구조통제단운영 
- 웅급구조 · 구급체계 및 화재진압총팔 
-피해상황보고 · 전파 
O 유관기관에 필요사항 협조 · 지원 요청 
O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활동 시행 
O 현장웅급의료소 설치 · 운영 

복지국 - 사상자 후송 ·치료및 이재민구호 
O 의연금품 접수 및 배분(대한적십자사) 

서울지방경찰청 
O 현장 출입통제선 설치 및 주민 긴급대피 
O 인명구조 및 사망자 신원파악 퉁 
O 전기 • 가스 · 유류분야전문인력 · 장비 긴 

경쟁력강화본부 급출동 

-2차피해 방지대책 강구 

도시교통본부 
O 응급복구를 위한중장비 및조작요원지원 

도시기반시설 
O 시설물안전진단기술지원 

본부 

KT O 화재현장보고및지휘를 위한통신망가설 

언론담당관 O 화재피해 및 진압 · 수습상황대시민 브리핑 
대변인실 

대한적십자사 O 인명구조· 구급및 이재민구호 

민간단체퉁 -사상자후송및수용 ·급식 · 생필품지원 

3. 수평적I 수직적인 협력지원제계 미릅 

우리나라에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지원하는 수직적 

지원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지역 내의 모든 기관을 포 

괄하는 수평적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즉각적인 현장대웅 

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부， 기관， 

민간 동의 대웅자원을 신속히 결집하여 합동 대응할 수 

있는체계가미흡하다. 

흔}국Xllf::!관21표준학희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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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긴급구조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관계 

반면， 미국에서는 지역을 포팔하는 범지역적 재난대웅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관계 기관간 수평적 협업지원을 원 

활히 하도록 되어있으며， 지역의 대응자원을 먼저 소진 

시 주정부， 연방정부에게 요청하고 지원하는 계층적 지원 

체계를갖추고 있다. 

4. 암동때응과 관련된 원직I 계획I 매뉴얼 등이 미를 

현재 국가안전관리계획， 위기관리 매뉴얼 동은 기관별， 

재난유형별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유관기관간 역할과 

책임이 개념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아 실효적이 

지 못한 실정이다. 여러 기관을 합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NGO 둥 대응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칙과 기 

준을 담은 국가대 응방침 (National Response Doctrine)과 국 

가재난대응체계이RF) 둥이 있다. 

5. 재난합동대응제계 구축올 위한 법·저|도 및 전담 조직 

부재 

우리나라에는 재난합동대웅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가 부재한 실정이다. 군에서는 합동교리발전 업무규정(국 

방부 훈령 제 737호)에 의거하여 합동교리에 대한 기본방 

침 및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합동참모대학을 두어 82명 

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합동교리를 개발·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은 국토안보 대통령령 (HSPD :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5호와 8호를 통해 국토안보부(DHS: 

Departrnent of Homeland Security)에 게 국가재 난대 응에 대 

한 조정역할과 관련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 수행조직으 

로 국토안보부(DHS) 산하에 재난준비국이PD National 

Preparedness Directorate)을 두고 있다. 국가재난에 대비하 

여 연방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NGO, 국민 등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합동하여 대웅할 수 있도록 제반 재난대비 활 

동을총괄하고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재난준비국이PD}은 국가전체의 

재난대비에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적인 재난대비활 

동을 위해 창설되어 국토안보부 산하에 배치되어 있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대응실패 이후， 연방재난관리청 

(FEMA)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비업무를 국토안보부 

(DHS) 산하에 있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산하로 이 

관되었다 

재난준비국(NPD)은 크게 6개 의 부서로 나뉘 어 있으며 

국가통합센터이IC : National Integration Center:씹하에는 재난 

교육을 담당하는 재난관리연구소(뻐) 및 국가 훈련계획을 

총괄하는 국가훈련국(NED National Exercise Divis ion)퉁 

이 있다. 대 비정 책 계 획분석과(pPPA Prepar<영n않s Policy, 
Planning and Analysis)는 국가차원의 대비정책， 계획， 분 

그림 10 재난준비국(NPD)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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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담당하며 연방， 주，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계획 (EOP) 

등의 계획을 국가적 대비목표에 맞게 수정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또한 국가계획수립 방침(National Planning 

Doc며1e)을 개 발하고 주정 부와 지 방정 부가 재난대응계획 

(EOP)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재난대응계획 수 

립지침 (CPG)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다 

6. 신속한 현장대응올 지원아기 위한 대응자원 유형표준 

체계부재 

합동대응을 위한 자원 유형체계가 표준화 되어 있지 못 

하다. 장비명은 코드화되어 있지 않고 텍스트 형태로 관 

리하고 있어 자원수량 파악이 미흡하다 예를 들면， 소방 

방재 청 이 개 발한 국가재 난관리 시 스템 (NDMS: Nationa l 

Disaster M뻐agem히1t Sy앙em)에는 ‘도자’， ‘도져 ’, ‘도자’ 퉁은 

동일 장비이나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 장비 수량 파 

악에 혼란을 초래한다 ‘그레 이더 ’도 ‘구레 이다’ 등으로 

관리되고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자원정보도 자원수량， 보유기관의 

정보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용도， 용량， 유형 등의 속성정 

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재난현장에 필요한 적합한 대응 

자원을요청하거나지원하기 어려운실정이다. 

반면， 미국은 국가전체의 대응자원을 분류할 수 있는 

자원 유형 표준체 계 이ational Resource Typing System)를 구 

축하고 있다 자원에 대한 용량， 유형 등 상세한 속성정보 

를 포함하고 있어 적합한 자원동원을 신속히 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된다 

7. 다수 기관이 관련되는 합동대응 훈련에 대한 국가종 

합계획부재 

우리나라는 재난유형별， 주관기관 중심으로 훈련을 실 

시하고 있어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훈련이 비효 

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소방， 경찰 등 초동대응기관은 

여러 훈련에 형식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훈련의 목적 중 하나는 재난대응체계나 계획·매뉴얼의 문 

제점을도출하고부족한재난대응역량을파악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훈련은 미리 짜여진 각본과 연습에 의한 

‘보여 주기식’ 행사에 지나지 않아 문제점 파악을 통해 재난대 

응체계 퉁을 개선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재난발생시 우왕좌왕하는 행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 국가전체의 훈련계획인 국가훈련계 

획 (NEP : National Excercise P lan)을 수립 하여 종합적 이 고 

체계적인 합동대응훈련에 노력하고 있다. 훈련을 실시함 

에 있어서도 재난대응역량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데 , 재 난대 응에 필요한 역 량(TCL : Target Capability Li씨을 

도출하기 위해 3년간 1207H 기관 1 ，500명이 참여하였다. 

11 1.결 론 

이상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대규모 재난 및 예견치 

못한 재난 발생시에도 국가의 대웅역 량을 결집하여 신속 

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난 합동대응체 

계를구축해야한다. 

재난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림 11과 같 

1. 합동대응 월칙(교리) 개발 

1. 1 암동대용의 역얼과 잭임 실정 
1. 2 대용월동엉무 영시 
1.3 대응조직 잊 지원구조제계 설정 
1.4 계팩 구성양목 정의 

g조 

2. 합동대웅 프혜임쩌크 개밟 

2.1 암동 II잊서계 및 B준작전설자(SOP) 

개알 

2.2 현~llI워g 재난대잭본부의 엌윌 
명확화 잊 조직간 뿌서명의 톨일성 획보 

2.3 재난대용자원의 유형분류재계 개일 
2 .4 연장대용기능 도줄 
2.5 상왕전따대잭 마련 

2.6 시나리오 및 대응월동에 뭘요안 역랑 도훌 
2.7 대비실태 영가 및 완류세계 마현 
2.8 운현 영가및 왼휴재계 마현 

g조 

3. 째남대융 준비(=대비) 

3.1 각종 채난대응어1 일동 II워제계 적용 

3.2 연장지워와 재닌대책본부 조직의 구현 
및 조직개면 

3.3 인적 을적 자윈의 연왕 파악 
3 .4 재난대응계팩 및 매뉴얻 작성 
3.5 재닌 대비엌링재고 지원방안 강구 
3.6 암동대융 훈현계찍 수딩 및 운련 실시 

4 

표
 뻐 

법
 ; 

5 . 신속한 대융 및 대비훌동 강화톨 위한 제반 과제 

그림 11 재난 합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14 흔/국재난공션/표준학희지 



재난합동대응체계 구축 필요성과 우리의 과제 

이 합동대응 원칙(교리) 개발， 합동대응 프레임워크 개발， 

재난대응 준비(=대비)， 법 제도 개선과 신속한 대응 및 대 

비활동 강화를 위한 제반과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5가 

지 카테고리로분류하여 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합동대응 원칙은 합동대응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현장 

대웅 및 지원 업무 동 원활한 협업을 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서， 합동대응의 조정 책임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고，유관기관과의 협의를거쳐 확정해야한다. 

합동대응 프레임워크는 표준화된 국가 재난대응 틀로서 

이것 또한 통합적 재난관리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 프레임워크는 재난발생에 대비하 

여 준비하는 활동 즉， 표준 현장지휘체계 적용， 재난대응 

자원 파악， 재난대응계획 및 매뉴얼 개발， 훈련 퉁을 실시 

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NGO 퉁이 일관되게 적 

용하도록 하기 위해 활용된다. 

재난합동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유관 기관으로부터 지원이 원활해지는 퉁 합동대웅이 

용이해져 신속한 현장대웅이 가능하다. 이 때 기능 중 

심의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더욱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지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인 재난대응기능은 유 

사하기 때문이다. 어떤 재난이 발생하던지 간에 주민 

경고， 주민대피， 위험물질 제거， 구조， 응급의료， 치안， 

대웅자원 수송， 주민공보 동의 재난대응기능이 요구된 

다. 이러한 재난대응기능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역의 각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 

원을 분류하고 신속히 결집시켜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가 수립되면， 재난수습은 보다 빨리 진행되어 피해를 

줄일수있을것이다. 

O 모든 대응관련 기관에 하나의 범용적인 합동 대응체 

계를 적용하게 되면， 평시 사건·사고 대응시와 사건이 

커져 대형재난으로 발전할 경우 모두 하나의 대응체 

계에서 이루워지므로， 다수 기관간 원활한 재난합동 

대웅이 가능해 진다. 

O 군(軍) 등 지원기관은 재난유형별로 재난대웅체계가 다 

를 경우 각 대응체계에 따라 훈련 적응해야 하는 불 

편함이 있으나， 하나의 범용적인 재난합동대응체계가 

구축되면， 어떠한 재난이든 무관하게 하나의 방식으 

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O 재난대응기능이 표준화되므로 기능 수행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을 표준화하여 개발할 수 있고 대응주체에게 동 

일한 훈련을 할 수 있으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매 

뉴얼 개발， 훈련 풍의 비용 변에서 효율적이며，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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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기관의 요원이라도 동일한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 재 

난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합동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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