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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에 대한 것으로 국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현장지휘체계를 다양한 재난에 범용적으로 적용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규모 

재난피해 발생시 모든 대웅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재난현장에 제공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원 응원조정 

역할의 명확화동 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액심용어 표준현장지휘체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관리， 자원 응원조정자 

ABSTRACT According to the current basic law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tandard Incident Command System is 

li mited to Emergency Rescue Functi on, and lnc ident Commanders are only Fire Fighting Agencies. The main purpose of 
th is study is to provide some suggestions to improve general-purpose of Standard ICS for various incidents. Also, there 

are some suggestions for Emergency Operation Centers as a coordinator and supporter of mobilizing response resources in 

all large sca le disaster. 

KEYWORDS lncident Command System(JCS), Emergency Operation Center(EOC), Emergency Management, Resource Coordinator 

1. 서 르를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발생 증대 우려와 

함께 우리나라는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도 

시의 밀집화 등으로 인하여 재난발생시 대형 피해가 예상 

된다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고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해 재난현장에는 소방， 경찰， 

긴급의료 등 다수 기관의 대응인력과 장비가 출동하게 된 

다. 재난현장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서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기관이 각자의 입무를 안전하게 

완수 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대한 현장대응업무의 현장지 

휘와 대응활동 관리가 원활해야 한다. 

이러한 현장지휘와 대응활동 관리가 재난의 종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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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달라지면， 소방， 경찰， 군대， 긴급의료 등 재난현장에 항 

상 참여하는 기관들은 원활한 합동대응이 어렵다. 따라서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재 

난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된 현장지휘 및 대응활동 관리체계 

가 필요하다 

또한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재난현장에 

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장비 등의 자원을 신속히 지원조정 

해 줄 수 있는 대응자원 응원조정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현장지힘체계 

2.1 우리나라 현장지휘체계 현황 및 문제점 

현장지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우리나라 현행 법 제도 

상 나와 있는 것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52조이며 ， 재 

난현장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 



40 위금숙·정안영·엄세준 

한다고되어 있다. 

또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서는 

표준현장지휘체계를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이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지휘조직구조， 표준용어 및 재난 

현장 표준작전절차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1 ) 제 9조2항에 

의하면， 표준현장지휘체계라 함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 

구조지원기관이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상호협조체제를 유 

지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지휘조직구조， 표 

준용어 및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말한다. 

그림 1 표준지휘조직구조 

표 1. 표준지휘조직 부서별 임무 

부서별 

표준지휘조직구조 및 임무는 그림 1, 표 l 같고 이 밖에 

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9조제2 

항에는 자원집결지， 자원대기소， 지휘참모， 단위지휘관 등 

표준용어 및 그 의미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장지휘조직이 표준으로 지정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재난의 유형이나 구성원， 구성 시기 등에 따 

라 현장지휘체계가 따로 존재한다. 

우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 

16조에 의하면 긴급구조지휘대를 구성운영하되，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긴급구조지휘대는 상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고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의 별표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현장지휘조직 

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의 조직구조 및 

조직구조 상의 부서별 임무가 중앙단위와 지역단위로 각 

각정의되어 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현장지휘체계는 r산림보호법」 제37 

조제 I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 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 소형 산붙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 

를 통합적으로 지휘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고 현행 안전관 

리기본계획에서는 자연재난 분야에 대한 현장지휘와 관련 

해서는 재난 발생 직후 군 CP 개념의 비상지원본부를 설 

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로 구 

성되어 있으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휘책임을 지 

되 재난주관기관 책임자를 실무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토 

록하고있다. 

2.2 선진사례 

미국의 현장지 휘체계(ICS : Incident Command System)는 

국가사고관리체계이IMS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의 한 구성요소이다. NIMS는 현장지휘체계 외에 

임무 

연락공보담당 
l 대중정보 및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사항 
2 유관기관과연락및 보고에 관한사항 

총괄지휘부 
I 소속기관임무수행지역의 현장안전진단및 안전조치 

안전담당 
2 . 소속기관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의 수립 및 교육 

대웅계획부 
1.재난상황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상황예측 
2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및 배포 

자원지원부 
l 대웅자원현황을대웅계획부에제공하고대웅계획부의현장활동계획에따라자원의배분및배치 

2 현장활동에 필요한자원의 동원 및 관리 

현장지휘부(대) 
l 대응계획부의 현장활동계획의 이행 
2 자원대기소 운영 및 교대조 관리 

11 r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저19조2항‘ 

흔/국깨t!판ë!!표준학희 논문즙/ 제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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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ml，lexity n.~‘tú!12i1liAd4tl‘l‘ JCS Structu re 

I雅띤蠻좋헬 뿔뿔룹 줬및옆 
훌 뭘웰활뭘 1풀찌l ‘!‘ 

Command Staff 

그림 4. 유연한 현장지휘조직 구성 예시 

표 2. 미국 현장지휘체계 관리 원칙(ICS Concepts and Principles) 

l 용어의 표준 
2 조직의 유연성 
3 통합커뮤니케이션 
4. 통합지휘조직구조 

5 현장작전계획 (IAP) 
6 관리가능한 통제범위 

(Span-of Conlrol ) 
7 사고시설 지정 

8 통합자원관리 
9 목표에 의한관리(MBO) 

10. 지휘권 수립 및 이양 
11. 일원화된지휘 및 보고 
12. 책임성 
1 3. 자원동원 및 배치 
14 . 정 보 및 첩보관리 

General Staff 

그림 2 미국 현장지휘체계(lCS) 조직도 

고와 관련된 다루어야 할 주요 사안틀을 빠트림 없이 파악 

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다. 

ICS는 자연 재해이든 인간에 의한 사고이든， 작은 사고 

에서부터 복잡한 사고에 이르는 광범위한 긴급 상황의 대 

응에 필요한 현장 작전을 조직화하는데 사용된다. 현장 대 

응의 수준은 적절한 권한을 가진 지휘 체계에서 재난대응 

관리/대응 인력이 사고나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전 

술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적절하 

게 이행된 경우，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의 자원은 

현장 ICS의 일부분이 된다 

또한 미국의 ICS는 현장지휘체계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여가지의 관리 원칙(ICS COllcepts and Principles) 

을 제시하고 있다 

현장지휘체계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조직의 운영원칙이 

지휘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직의 운영원칙 즉， 현 

장지휘체계 운영원칙에 따라 모든 구성원이 이를 숙지하 

고 활동하지 않으면， 신속한 재난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전체 현장지휘관이 조직을 통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겪게 된다. 

다음의 표 2와 같은 14가지 운영원칙을 토대로 현장지 

휘체계가 운영되며， 각각의 원칙은 전체 현장지휘체계의 

역량과 효율성에 기여한다 

Additional 
Command Staff 
posítions 미ay 

be established 
by the IC 

I&;'1'5.1 .. 1 .. " •. 1 .• 

←E곽고 

도 다수기관 조정체계， 공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N매1S는 재난대응관리 및 대응 활동을 위하여 유연성과 

표준화에 균형을 둔 ‘공통의 사고관리 프레임워크’의 사용 

을 전제로 한다 Nα1S는 시스템 구성요소가 모든 유형의 

사고에 대한 계획， 프로세스， 절차， 합의 및 역할을 개발하 

는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고의 원인， 규모， 위치 또는 복 

잡성 등에 구애됨이 없이 어떠한사고에도 유연성 있게 적 

용될 수 있다. 아울러 NIMS는 별개의 조직과 기관들이 예 

측 기능하고 조정된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작 

전 구조를 하나의 조직화된 세트로 제공한다. 

NlMS의 구성요소는 일상적인， 지방의 사고에서부터 주 

정부간의 응급지원이 필요한 사고， 조율된 연방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고에 이르기까지 재난의 크기에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 

ICS는 하나의 공통 조직 구조 하에서 시설， 장비， 인력， 

절차， 통신운용 등을 통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 

고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리 시스뱀이다 ICS는 표 

준 형식으로 확립된 기본적인 관리 형식으로서， 사고 관리 

자들이 지휘체계의 구성을 통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도 시-

Command • 

2.3 시사점 및 개선방안 

2.3 .1 현장지휘체계 적용범위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현장지휘체계(ICS)는 재 

난의 종류와 크기， 복잡성， 대응기관의 수 등에 무관하게 

적용 가능한 유연한 구조이다. 모든 재난이라고 하면 펑시 

띠
@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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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현장지휘체계의 확장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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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재느}및안전관리기본법 상의 긴급구조 범위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배치와 운용 
-추가재난의 방지를위한응급조치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동에 대한 임무의 부여 
-사상자의 웅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현장접근통제 ， 현장주변의교통정리 ， 그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 

일상적인 사고에서부터 연방정부가 개입되는 대규모 재난 

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소방， 경찰， 의료 등 서로 다른 기능 

을 하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NGO， 지방정부， 주 

정부， 연방정부를 망라한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들이 함께 합동으로 재난대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든 

운영제계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의 

현장지휘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수행하는 긴급구 

조활동을 지휘할 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 

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하며， 현장지휘 사항은 

표 3의 7가지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관한규칙에서는 

홍수， 태풍， 폭설， 지정， 시설물의 붕괴， 가스 등의 붕괴， 다 

중이용시설의 대형화재， 방사능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및 확산 등 8가지 재난유형에 대해 긴급구조대응계 

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산불재난은 제외되 

어 있으며，%불의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지휘체계가 존재 

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신종플루 등 소방기관이 주관하 

여 대응하지 않는 재난에 대해서는 명확한 현장지휘체계 

가없는실정이다. 

현장지휘체계의 적용범위를 소방중심의 긴급구조 활동 

에만 국한하고 있고，{lμ불 등의 재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휘체계를운영하고 있다. 

2.3.2 현장지휘관은 소방기관 관계자로 고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현장에서는 시 

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고 되 

어 있으며， ‘필요시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도는 중앙긴급 

구조통제단장이 현지휘를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여 

기서，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을， 시도긴급 

구조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을，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방재청장을 말하므로 현장지휘관은 모두 소방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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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자연재난， 산불， 구제역， 신종플루 등 지휘관이 

소방이 아닌 다른 기관일 경우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의 표준현장지휘체계를 적용할 수 없다. 

산불의 경우 지휘는 산림보호법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통합자휘를 하 

도록되어 있다. 

표준현장지휘체계라 함은， 말 그대로 현장지휘에 대한 

‘표준’으로서 재난의 유형이나 대응기관에 상관없이 명실 

상부하게 모든 재난에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수정이 필요하다. 

소방， 경찰， 군， 전기， 가스， 통신， 긴급구호 등 재난발생 

시 대응하는 기관들은 긴급구조활동이나 산불진화 활동이 

나 모두 참여하게 된다. 현장지휘체계가 통일된다면，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3.3 표준지휘조직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표준현장지휘체계가 모든 재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 

직구조와 지휘참모의 임무를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표준지휘조직구 

조와 유사한 현장지휘구조들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현장 

지휘구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표준지휘조직구조， 긴급구조 

지휘대 구조， 긴급구조통제단 구조， 대형%불 현장지휘본 

부구조 등의 조직구조들과 미국의 현장지휘체계를 함께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선은 다수 지역이나 단일 지역이라도 다수 

기관이 관여되는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기관간의 

원활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통합지휘체계가 필요하다. 그 

러나， 표준지휘조직구조에서는 통합지휘에 대한 언급이 

없다. 긴급구조통제단 조직에서는 현장지휘관은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방재청 등 소방기관만을 현장지휘관으로 

지정하고 있고， 타 기관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를 받 

는 총괄지휘부의 통합지휘팀으로 구성되도록 되어있다 

반면에 대형산불 현장지휘본부의 경우 통합지휘본부 체계 

를수립하고있다. 

또한 현장대응업무는 소방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 

찰， 응급의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반， 중대， 소대， 

분대， 팀 등으로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이 현 

장대응 활동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유연한 조직구성을 

갖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긴급구조 관련한 현장지휘 조직구조로 표준지휘조직구 

조， 긴급구조지휘대， 지역긴급구조통제단 구조， 중앙긴급 

구조통제단 구조 등 네 가지 형태의 조직구조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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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긴급구조통제단 구조에서 현장지휘대는 구조진압반， 

현장통제반， 응급의료반， 항공통제반， 긴급구호지원반， 긴 

급시설복구반， 긴급오염통제반 등 일부 대응업무에 대해 

서만 한정시켜 놓고 있어서， 다른 대응업무가 추가로 필요 

한 경우에는 어떻게 확장될 지 알 수 없다. 산림의 현장대 

응업무 또한 지상진화와 공중진화로 한정짓고 있다. 산붙 

이 날 때에는 산불진화 업무만 있다고 가정한 것처럼 보인 

다 인명의 긴급구조나 위험물질의 제염도 함께 수행해야 

할 산불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조직구조에 대한 운영 

체계가 부재하므로 어떻게 유연하게 확장하여 사용할 지 

운영원칙이나 운영체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현재의 법제도 상 현장지휘 조직구조는 고정된 구조인 

지 확대축소가 가능한 구조인지， 유연한 구조라면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등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다. 

재난의 양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우 다양하므로 현장 

지휘조직을 재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운 

영지침이 펼요하다. 

또한 사용자원에 대한 보상 문제는 자원의 원활한 동원의 

관건이 된다. 현행 법 상에는 대응자원에 대한 요청을 한 

기관이 사용자원에 대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 

리나라 표준지휘조직구조상에는 재난대응자원 요청시 지 

원에 대한 보상 등을 관리하는 재정부가 없다 현장지휘조 

직구조에서 보상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고， 계약 및 시 

간， 비용 등을 관리하여 차후에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현장에서 이를 관리하는 업무담당을 분명히할 

필요가있다. 

미국 ICS의 기획부에는 불필요한 자원에 대하여 복귀시 

키는 자원복귀반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에는 자원복귀반이 따로 없는데， 원활한 자원동원이 될 

경우에는 향후 사용에 대한 보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 

도 동원해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장지휘체계를 

수정할 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현장지휘체계는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체계이 

나 표준지휘조직구조 및 긴급구조통제단 조직도에는 물리 

적인 장소인 자원대기소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자원대기소 

관리관 등 부서명이나 직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4 현장지휘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이에 대한 우리나라 표준지휘조직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 

고 기존 지휘체계에서 모두 수용 가능하여 어떤 재난이라도 

적용 가능한 표준지휘구조(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구조는 미국의 현장지휘체계와 통일하게 작성한 것 

인데， 그 이유는 미국의 시스댐은 30여 년 전부터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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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휘본부장의 
| 연락판 필요에따라 
L..:...:.二---.J 지휘참모톨 추가적으로 

배정앙수 있용 

그림 5. 표준현장지휘관리 기본 조직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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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껑앙수있용 

그림 6. 표준현장지휘관리 확장 조직도(안) 

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미 검증된 체계라고 여겨지며，우 

리나라에서 이 체계와 다른 더 나은 체계를 개발하는 것 

보다는 이 체계를 적용하여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약간씩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시 

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 기관이 현장에서 함께 대응활동을 할 때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용어 

통일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제안한 재난현장 표준지휘구 

조도에 따른 부서명과 직책을 다음의 표 4와 같이 제안하 

였다 

현장지휘본부장는 현행 현장지휘관을 수정한 것이다 

현장지휘관은 기관별지휘자나 현장지휘대장 등의 유사용 

어가 많아 재난현장에서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현장에서의 최고 의사결정자를 나타낼 수 있도 

록 현장지휘본부장이라 명명하였다. 

통합지휘시에는 현장통합지휘본부로 구성되며， 이때지 

휘관은 현장통합지휘본부장으로 명명하였다 현장통합지 

휘본부장은 명칭만으로도 현장지휘본부장과의 차이와 상 

관관계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현재의 

현장지휘관， 통합지휘부라는 용어로는 즉각적으로 차이를 

알수 없는단점을해소하고자하여 명명한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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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부서영 및 직책명(안) 

부서명 

현장(합동)지휘본부 
연락담당 

공보담당 
안전담당 

보좌담당 
기획부 

작전부 

보급부 

재정부 

표 5 현장지휘체계 운영지침(안) 

가 조직 구성 원칙 
1 ) 조직 구성의 유연성 
2) 배정하지 않은 임무의 수행책임 
3) 관리 가능한통제범위 준수 

직책 

현장(합통)지 휘본부장 
연락관 

공보관 
안전관 
보좌관 
기획부장 

작전부장 

보급부장 

재정부장 

4) 작전부장， 안전관， 공보관은 한 명씩 존재 

나 현장지휘 원칙 
1 ) 현장지휘권자지정 
2) 지휘권 선언 및 이양의 공식화 
3) 일원화된지휘 및 직속상급자에게만보고 
4) 통합지휘 
5) 하나의 현장작전계획 (IAP : Incident Action Plan) 수립 
6) 하나의 현장지휘소설치 
7) 통합커뮤니케이션 

다.자원관리 원칙 
1 ) 통합된자원관리 
2) 요청에 기반을둔자원동원 
3) 불필요한 자원은 동원해제 

다른 부서명은 가능한 한 부서의 일을 가장 짧게 잘 나타 

낼 수 있는 용어로 명명하였다. 직책 또한 가능하면 짧고 간 

결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재난현장에서 다수 기관간 정확하 

고 신속한 의사소통에 도웅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현장지휘체계 관리 원칙 (ICS Conc때S 

and Principles)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특성 및 

문화를 고려한 현장지휘체계 운영지침(안)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표 5와같다. 

3. 현장지휘와 재난안전대책본부간 역할 

3.1 우리나라 현황 및 문제점 

재난이란 재난에 대응하는 조직의 일상적인 인력과 장 

비 등 대응력으로는 그 처리가 역부족인 상태로서， 원활한 

수습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타 기관의 대응자원의 지원 

이 요구된다. 

필요로 하는 대응자원을 소수의 기관에 연락만 하면 지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서 관계기관에 직 

접 연락하여 지원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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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종류와 수량이 많아 다수의 기관을 연락해야 할 경 

우나 펼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몰라 여러 

곳에 연락하여 자원을 수배해야 할 경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재난대응 현장에서 펼요로 하 

는 자원의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이 어떻 

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이 펼요한 경우 

이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현장지휘와 재난안전대책본부간 역할과 관련된 

우리나라 현행 법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장지휘를 하 

는 긴급구조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관계와 관련 

한 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8조제 l항으로서， 지 

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펼요시 중앙본부장， 지 

역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본법 제37조， 제 3 8 

조，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본부장， 지 역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본법 제37조， 제 38조， 제 39조 및 제44조란 표 6와 같이 

응급조치， 재난 예경보발령， 동원명령， 응원 등 이다. 

여기서 응급조치는 경보발령， 피난， 진화， 수방， 지진방재， 

응급복구， 방역， 질서 유지， 긴급수송， 급수， 긴급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 등 현장대응 업무와 관련이 갚다. 

이러한 응급조치의 수행 주체는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시 

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제37조에서 보듯이 긴 

급구조통제단장은 7가지 항목 중 2， 4， 6호의 3가지의 응급 

조치만하도록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과 군부대， 관계행정기관에게 응원 및 자원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하는 요청과 동법 제44 

조에 의한 필요하면 다른 시 ·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 

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이 바로 그 예이다. 

긴급구조통제단장도 긴급구조지원기관에게 긴급구조활 

동과 관련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9， 50， 51조 등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지휘와 재난안전대책본부간의 역할 규정 

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인 중앙본부장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인 지역 

본부장의 자원 지원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의 표 6과같다 

3.2 선진사례 

현장지휘와 재난대책본부와의 관계는 역할분담이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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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앙 및 지역 본부장으| 자원 지원요청 관련 내용낀 

。 중앙본부장과 지 역 본부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 
급조치를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또는관리자 
에게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띠 

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주요 기간통신사업 
자에 대한필요한정보의 문자송신 또는음성 송신，방송사업자 
에 대한필요한정보의 신속한방송퉁을요청(제38조) 

O 중앙본부장과 지 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때，동원(제 39조) 
「민방위기본법」 제 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 응급조치를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관계 직원 
의 출동또는제 35조에 따른물자및 지정된 장비 · 인력의 동 
원퉁펼요한조치의요청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퉁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군부대의 지원요청 

O 중앙본부장과 지 역본부장은 재 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송 
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직원 파견 및 필요한지원을요청(제 1 5 
조，제 1 7조) 

。 중앙본부장과지역본부장은재난사태선포된지역에 대해 인력 

장비 및 물자의 동원 및 응급지 원(제 36조) 

하다 즉， 현장지휘자는 사고현장의 대응을 지휘 통제하며， 

재난대책본부는 현장 밖에서 지역의 자원을 조정 관리하 

면서 사고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대책본부(EOP)의 역할은 재난현장에서 부족한 재난대 

응 자원을 지원한다. 재난대응 자원을 지원하는 과정을 살 

펴보면， 재난현장에서 자원이 펼요할 때면 현장지휘관은 

관할 지역의 대책본부(Loca l EOC)에 연락하고， 지역의 대 

책본부는 지방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한 자원을 제공한다. 

지역의 자원이 다 소진될 경우 대책본부는 인근 지역간의 

응원협정에 의해 지원 요청하여 지원받고， 전기 등 민간분 

야와 NGO의 지원도 받는다. 인근 지역의 자원을 다 사용하 

면 상당 주 정부에게 지원 요청을 한다. 주도 주내와 주간의 

상호 지원협정(EMAC: Emergency Management Assistance 

Compact)에 의해 주의 자원을 제공하며， 민간부문과 NGO 

의 지원도 받는다. 주의 자원을 소진하게 되면 연방정부의 

도움을 요청한다 지원의 종류에는 기술지원， 자금지원， 자 

원과 장비 지원 등이 있다. 지방， 주 정부간의 지원 요청 

및 지원은 재난대책본부(EOC)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림 

7은 이를 도식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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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국 연방， 주 ， 지방간의 자원지원체계 

미국의 버지니아주(州) 재난대응계획(EOP : Emergency 

Operation Plan)에 따르면， 재난발생시 지역의 재난대책본 

부(EOC : Emergency Operation Center)가 활성 화 되 면 응원 

조정관(Emergency Manag앙파 현장지휘관(Incid하1t Commander) 

은 상호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재난대응을 해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다. 

재난대책본부는 현장지휘체계의 구조를 동일하게 따르 

도록 되어 있으며， 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되면 각 긴급지원 

기능(ESF Emergency Support Function)은 현장지휘조직 

의 관련 참모들과 연락체계를 맺도록 명시되어 있다. 

재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현장지휘 조직이 구성되면 

재난대책본부에서 또한 동일한 조직을 구성하여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재난대책본부의 작전부(Operations Section)의 

경우에는 현장지휘조직구조에 따라 현장에서의 대응을 지 

원하고 조정해주기 위해 하위 부서를 구성하게 된다. 

그림 8에서는 긴급지원기능(ES티의 특성에 따라 대응업무 

지원반，주민 지원반， 기반시설 지원반으로 전담반(branch)을 

그림 8 재난대책본부 작전부의 구성도 

21재난 및 안전관리 기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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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군대지원기능(ESF # 1 6)과 자원봉사자 및 기부물 

품관리 기능(ESF # 17) 등 하위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3.3 시사점 및 개선방안 

3.3.1 동시에 지원요청시 기관간 우선순위 명시적 규정 필요 

자원 지원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중앙본부장 및 지 

역본부장의 지원요청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구 

청장 및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본부장(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동시에 자원을 지원 요청할 경우 재난관리책 

임기관은 누구의 요청에 먼저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미국 제퍼슨카운티의 경우에는 재난대응계획(EO꺼 

의 재난 대응단계에 따라 재난대응 조직과 재난대책본부 

간의 협력절차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명확한 

역할 규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과 지 

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3.2 대책본부의 자원 조정 역할 명시화 필요 

재난현장 밖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동원， 자원 조정 업무 

는 비일상적인 업무로서 일반적으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이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업무처리가 

매끄럽게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다. 이는 결국 재난현장 밖에 대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제때에 펼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재난대응에 

실패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로 확산되어 위기 

상황으로까지 이끌 수 있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표준안에서는 현장의 지역긴급구 

조통제단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간에 상호 협조관계가 이 

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 

난이 발생되면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과 통 

신연락을 시작하고， 통제단장과 총괄조정관이 공동으로 

현재 발생한 재난상황을 평가 한 후， 총괄조정관이 통제단 

장 또는 현장지휘관에게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해 줄 수 있 

는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화재 및 지진 이외의 재난유형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장 

에 출동하여 재난대응에 참여하는 수습주무부서의 통제관 

은 I 인이 현장과 후선을 모두 담당하게 됨으로써 똑같은 

비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그림 9와 같이 지역의 장과 현장사고지휘 

자， 대책본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 놓고 있으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재난발생시 흔선 또는 업무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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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미국의 현장지휘와 대책본부간 관계도 

가 되지 않도록 재난현장 외부의 자원을 지원하고 조정하 

는 역할을명시하고 있다 

3.3.3 현장지휘체계와 재대본간 조직구성 동일화 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장대응조직인 긴급구조통제단 

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조직 구성도를 살펴보면 두 조 

직간의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소방 

의 긴급구조대응계획상에서 간략하게 긴급구조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결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해놓고 있 

긴 하지만， 부서별 담당 업무 내지 그 내용은 거의 매칭이 

되지 않고 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을 할 때 부족한 자 

원의 지원을 요청시 지역 전체의 자원을 동원하여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응원조정체계를 수립하고 지역 재난대응절 

차에 대한 내용을 수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 

역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할 펼요가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재난현장의 표준조직구조와지역의 대책 

본부의 조직구조를 동일하게 구성하여 긴급시에 관련 부서간 

에 직접 통신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조직구조를 갖게 될 경우 여러 지 

역에 걸친 재난의 경우 지역마다 다른 지원부서의 명칭을 

파악하고 연락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므로， 

신속원활한 대응을 위해서는 재난현장의 지휘관리 부서 

명과 대책본부의 관리 부서 명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 

요하다. 

3.3 .4 대응자원 응원조정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 

보 및 사전 자원파악 등 대비활동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의 전체적인 

지휘를 담당하는 현장지휘관이 재난대응시 필요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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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발좌보 

좌월중짚 

산파휠짚 

.. - Primary Field-EOC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Flow ‘ - _ lines of secondary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lines of Management Authority 

그림 10. 현장지휘와 대책본부(EOC ) 부서간 관계도 

대책본부를 통해서 요청하게 될 경우， 현장지휘관과 대책 

본부장간의 중간 연결 포인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응원 

조정관의 역할을 해야 할 담당자가 비어있는 상태이다. 

결과적으로는 자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현장지휘관이 

직접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렇게 되면 현장지휘관 

은 안 그래도 현장상황의 관리로 인한 업무폭주 상태인데 

더욱 과다한 부담을 지게 된다. 

대책본부에게 지원요청을 하더라도 지역이 보유하고 있 

는 자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자원이 지역 

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자원만 활용되어 비효율 

적인 재난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응원조정관의 주요 임무로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펑 

시 기간에는 재난대응 업무별로 필요로 하는 자원을 파악 

하여 지역 내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조사하고， 재 

난발생시 신속히 자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관 

계기관과 확립하며，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기획집행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또한 지역에 어떤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해 어떤 대비를 하여야 

할지를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재난발생시의 응원조정관은 지역정보와 대응자원의 파 

악， 재난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의 장을 보좌한 

다. 여러 곳에서 제한된 자원을 요청할 경우 대응자원의 

조정을 통해 현장지휘의 전략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이와 같은 전문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응원조정관을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일정기 

간 전보제한을 두어 전문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발생시 자원응원조정을 자원보유기관과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재난대책본부와 전화， 컴퓨터 

등 정보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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