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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홍수발생시 재해응급복구에 관한 장비조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장비운용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실무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신속한 재해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수피해복구 과

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조사하여, 현행 대처과정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사·분석하였다. 지금

까지는 장비자원과 전문건설실무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복구장비 투입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응급복구시 비용의

과다지출 및 응급복구 지체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장비자원과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응급복구과정에 투입하여 개

선된 경험적 사례를 정리하고 이론적 근거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효과적인 홍수피해 응급복구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복구장비의 응급복구투입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장비가 효율

적으로 활용되도록 재해지역의 이동거리와 연관성을 분석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전문 인력이 자치단체 산

하의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홍수피해응급복구, 응급복구, 기술인력, 지역자율방재단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ppropriate equipment combination for emergency recovery after flood disasters and pro-

posed an alternative approach for economic and rapid emergency recovery based on the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who have practical experience in construction business and in equipment operation. The current countermeasures and

response to flood disaster including emergency procedures and methodologies are investigated and related legal frame-

work was also analyzed. Currently, some emergency recovery works are over payed and delayed due to unclear and ineffi-

cient processes on equipment and human resources mobilization during and after flood disasters, particularly in local

governments. Best practices in mobilizing equipment and human resources were compiled, theoretical foundation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improved emergency recovery schemes were proposed for effective flood disaster counter-

measures in local government. Prioritization in equipment and human resources mobilization was also proposed consider-

ing equipment transportation distance and accessability to disaster sites. This study also proposed improved ways to utilize

experts in local areas in supporting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volunteers for disaster risk management.

KEYWORDS flood damage, emergency recovery, technical resources,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volunteers

1. 서 론

1995년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

에 응급복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조직에

기술인력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인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장비조합 편성요령을 만들고, 이를 제공하여

대형재난 발생시 응급복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재해 중 홍수 발생시에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중장비 동원 및 그 활용에 대한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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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이론을 정리하고 지

방자치단체와 방재조직의 현실화 및 기술자원을 활용하

는 방안을 조사하여 효율적인 재해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범위로는 첫째로, 응

급복구의 정의, 복구장비 투입현황, 중장비 운용 및 장비

조합 등을 조사·분석하고. 둘째로, 과거 재해 경험사례, 인

적자원 활용 필요성,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조직 분포

등을 조사·분석하며. 그리고 이를 토대로 복구시간을 단

축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재해응급

복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홍수피해

복구과정에서의 기술 인력의 활용을 도모하여 예산 절감

에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2. 국내외 민관협력 기술자원 활용방안

2.1 지역자율방재단 개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시청·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

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2005년 시범사업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표

1과 같이 현재까지 구성이 99.1%에 도달하는 것은 물론

이고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문분야별 세부조

직을 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24.7%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해응급복구를 위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중장비협회 등을 전문분야에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가 13

개 지자체로 매우 미온적이라 할 수 있다. 

2.2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

2.2.1 필요성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재해발생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

여 정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

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방재조직 구성의 필요성

이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의 체계화

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2.2.2 구성 및 활성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활동 중인 단체와 개인을 모집

하여 구성하고 과거 관주도의 단체를 탈피하여 민간주도

형식을 선정 운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100%의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

일 것이다. 특히 동 제도가 법을 근거한 조례준칙(안)을

마련, 지자체 스스로의 결정에 기인하도록 하여 사실상

지자체장의 의지와 상당히 관계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는 지역을 잘 아는 지역민과 지역단

체들이 합심하여 재해 사전대비부터 구급구조, 구호 및

청소, 응급복구까지 일련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체계있

게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수 전문인력도 필요하여 일부지

방에서는 전문인력단체 (전문건설협회, 중장비협회, 보일

러협회 등)을 지역자율방재단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3 활용방안

자연재해 응급복구를 위해서는 다음 절에 열거하는 외

국의 사례를 참고로 무단히 반복적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자율방재단으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 기 편

성된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활용하여 재해복구(응급복구)

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술

인력이 부족할 경우 광역지자체의 지원 및 인근 시군구와

관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기술자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3 미국과 일본의 기술자원 활용사례 

미국의 재난봉사협의회(NVOAD, Nation Voluntary Org-

표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현황 (소방방재청, 2011)

구분 대상
방재단 구성

완료 전문분야구성 미추진 인원수(명)

합계 230  228 57 2 63,990

서울 25  23 6 2 5,479 

부산 16  16 4 4,495

대구 8  8 2,313

인천 10  10 2 2,691

광주 5  5 1 1,542 

대전 5  5 1 766

울산 5  5 1 1,413

경기 31  31 9 10,483

강원 18  18 8 5,246 

충북 12  12 3 4,987 

충남 16  16 7 3,608 

전북 14  14 3 3,630 

전남 22  22 3 4,871 

경북 23  23 4 5,025

경남 18  18 5 6,385 

제주 2  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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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zation Active in Disaster) 이사회는 2000년 3월에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관계자와 협의를

시작했는데, 요지는 VOAD(Voluntary Organization Active

in Disaster)운동의 성장, 강화를 통해 자발적인 조직들이

재난으로부터 준비하고 대응하고 회복하는 최적의 효율

화를 꾀하고자 함이었다. 

한편 미국의 공동체 긴급대응훈련(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raining: CERT)의 목적은 재난이 발생하게 되

면 피해지역은 당분간 ‘재난대책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되며, 지역이웃 또는 공동체에서 ‘첫 번째 대응 활동자’로

서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FEMA의 EMI(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

비상관리훈련소)에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

으며, 2000년 현재 26개주 120개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3년도에 중앙방재회의에서 ‘민간과 시장의

힘을 활용한 방재력 향상에 관한 전문가 조사회’를 설치

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의 방재대책 중심은 각종 방재관

계기관에 의한 사전경감대책과 재난발생시의 응급대책이

다. 여기에 개개의 기업, 자주방재조직, 개인 등도 각각의

입장에서 방재대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대

응이 아니라, 상호 연계시키는 것으로 지역이나 사회의

방재력을 높일 수 있다. 

방재는 그 목적자체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그를 위

한 대응에 관해서는 “각자가 노력한다.” 라고 목표가 애

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본 전문조사회의 의논을

통해 민과 관의 연대 방재대책에 관한 기본적 지침인 “민

간과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방재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홍수피해 재해응급복구 과정

3.1 응급복구 정의와 방법

응급복구는 주민의 불편이나 이차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 2제1항 및 동법 시

행규칙 제 4조의 5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

정」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해

시에는 재해발생현황, 응급조치 등 재해상황에 대한 상세

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응급복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응급복구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

시하는 것으로 피해민들의 피해 재발생시 불만을 해소하

고 지역의 안정과 화합,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

으로 시간적 공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능

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여 이들의 불만과 불안정으로 인

한 민원야기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해

의 재발생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3.2 현행 재해복구 체계의 문제점

재해 복구시 유역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발생 지역

만 부분적으로 재해복구비를 투자하여 개수되지 않은 지

역의 향후 자연재해 발생시 동일 유역의 재해피해가 우려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방재업무가 단편적인 피해대

응에 국한되어 지역성을 고려하는 지역방재계획이 체계

적으로 수립·집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총 12개 소관부처별로 관련시설을 관리하여 대규모 복합

피해 발생시 부처별, 시설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실행함으로써, 동일한 지역임에도 복구시기가 달라 복구

도중 재해피해가 반복된다.

재해관련 재원은 재해대책 예비비, 특별교부세, 복권기

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이 있으며 재원별

관리주체 및 지원절차 등이 상이하다.

3.3 재해 응급복구 장비조합의 구성

응급복구장비는 수해 이후 수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토양의 상태와 도로의 상태 등을 감안 되어야 함은 물론,

작업의 형편성을 감안하여 투입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장비조합이 맞아야 효율적인 복구 작업이 진행 될 수 있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비조합은 싣고 운반하고 부설하는 장비

조합이 이뤄지는 것으로 가정할 때 대형 덤프트럭에 소형

굴삭기와 대형도저를 편성하였다면, 싣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시간 대기로 작업

능률 또한 매우 저조 할 것이다. 한편 싣는 장비만 많이

준비 되었다면 이 또한 능률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장비의 효율적 구성을 위하여 건설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편의 산식을 이용하여 싣고 운반하는 장비의 적정비

율을 산정해 보았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0.2 m3

굴삭기, 0.6 m3 굴삭기, 1.0 m3 굴삭기와 5 ton, 15 ton, 22.5 ton

덤프트럭에 대한 조합을 비교해 보았다.

덤프트럭에 대한 상차장비의 소요시간은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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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22.5톤의 대형트럭에 0.2 m3 굴

삭기를 조합할 경우 상차시간에만 무려 18분이나 소요됨에

따라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며, 5톤 덤프트럭에 1.0 m3

굴삭기 조합시 0.9분으로 상차가 끝나게 된다. 따라서 응

급복구를 위한 장비의 운용을 일반인도 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표 3.7과 같이 기본적인 조

견표를 마련하였다. 다만 응급복구지역이 대다수 침수 또는

습윤상태로 5톤 덤프트럭이나 22.5톤 덤프트럭은 확보 및

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 15톤 덤프트럭으로 작성하였다.

표 3에서 운반거리 1 km일 때 덤프트럭의 이동속도 15분

이 소요되고 상차 장비인 0.2 m3 굴삭기가 싣는 시간이

14.42분, 0.6 m3 굴삭기 싣는 시간은 6.82분 (약7분)으로 덤

프트럭 왕복시간과 굴삭기 상차시간이 효율적으로 만나는

0.2 m3 굴삭기 1대와 덤프트럭 2대, 0.6 m3 굴삭기 1대와 덤

프트럭 4대를 조합하면 효율적 장비조합이 되는 것이다.

4. 홍수피해 응급복구시 기술자원의 분석

4.1 우리나라 하천응급복구 사례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세 차례의 자연재해인 대홍수

를 겪으면서 경험한 사례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996년 3월1일부터 1999년 12월 31

일까지 파주시 재해담담공무원으로 재직당시 세 차례의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1996년 7월 26일부터 7월

표 2. 덤프트럭규격별 굴삭기(유압식 굴삭기) 상차시간 소요표

규격 적재량 단위중량 1회 적재량
상차시간(t1)

t1 cms n q k

5톤(02BH) 5 1.7 4 4 18 22.5 0.2 0.9

5톤(06BH) 5 1.7 4 1.5 20 7.5 0.6 0.9

5톤(10BH) 5 1.7 4 0.9 21 4.5 1 0.9

15톤(02BH) 15 1.7 12 12 18 67.4 0.2 0.9

15톤(06BH) 15 1.7 12 4.5 20 22.5 0.6 0.9

15톤(10BH) 15 1.7 12 2.8 21 13.5 1 0.9

22.5톤(02BH) 22.5 1.7 18 18 18 101.1 0.2 0.9

22.5톤(06BH) 22.5 1.7 18 6.7 20 33.7 0.6 0.9

22.5톤(10BH) 22.5 1.7 18 4.2 21 20.2 1 0.9

표 3. 거리별 장비조합 조견표 (단위: 분)

운반거리 상차장비 신고부리는시간 t1+t3+t4+t5(분) 이동시간(분) 덤프트럭 소요대수(대)

1 km
0.2 m3 BH 14.42

15
2

0.6 m3 BH 6.82 4

2 km
0.2 m3 BH 14.42

30
4

0.6 m3 BH 6.82 8

3 km
0.2 m3 BH 14.42

45
6

0.6 m3 BH 6.82 13

4 km
0.2 m3 BH 14.42

60
8

0.6 m3 BH 6.82 17

주) 포장도로나 운반 용이 지역 또는 협소한 지역 등에 따라 별도로 시간계산을 해야 하며,통행이 제한되거나 부설장소의 형편에 따라

적정 배분할 필요가 있다.

표 4. 수해 피해개황

구 분 1996년 1998년 1999년

강우량

평균(mm) 443.0 383.8 765.0

최고(mm) 559(적성) 541(광탄) 1032(적성)

최저(mm) 329(조리) 190(군내) 657(조리)

시간최대(mm) 147(문산) 111(시청) 79 (적성)

이재민 (세대/명) 1360/5,315 6,417/21,053 1564/6,122

하천 (개소/m) 30/10,847 42/83,217 47/62,475

소규모 (개소/천원) 72/468,754 119/7,323,503 53/2,418,098

피해액 (천원) 45,372,401 90,961,989 78,9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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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3일간의 임진강유역 대홍수와, 1998년 8월 05일

부터 8월 06일까지 2일간의 게릴라성호우, 그리고 1999년

7월 31일부터 8월 04일까지 5일간의 임진강유역 대홍수 등

으로 표 4는 당시 수해피해개황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그림 1은 1996년 7월 26일 문산읍 시가지일원이

침수되었던 사진으로 엄청난 재난의 시발점이 되었던 모

습이다.

1996년 7월26일 임진강유역 대홍수시 문산읍 시가지가

침수되어 아파트및 읍사무소까지 침수되는 극심한 재해

가 발생하였고 이 지역의 침수와 임진강취수장 침수로 인

해 파주시 전역이 단수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다행히 빠

른 시간안에 배수되어 복구를 10일이내에 완료 할 수 있

었다.

4.2 수해응급복구 사례분석

1998년 8월 사상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파주시 전

역이 침수 및 공공시설의 파손 등 피해액 790억원, 인명

사망 33명, 실종 4명, 부상 2명 등 매우 큰 피해 이후 공공

시설인 하천제방 102개소 121,370 m 피해액 183억원(소

하천 포함)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즉시 응급복구

를 해야 할 대상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자원봉사를 나온 장비와 년간 단가계약을 맺은 중장비

협회의 임원들이 상황실에 상주하면서, 읍면동에서 요구

하는 장비를 수급하는데만 급급하였다. 1996년 피해시에

도 가급적 지역주민들의 장비수요를 충족시켜 주기위해

임차장비를 충분히 보급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들 장비

의 수요를 지역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등 지역

유지들의 요구에 의하여, 읍면동에서 현장조사나 기계조

합 판단없이 요구하다보니 장비의 효율적 운영 미흡으로

주민의 불만 및 예산낭비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즉 “아침에 한번 운행하고 오후 늦게 가서 한번 운행하고

일당을 챙겨간다”는 등 장비기사들의 안일한 생각과 작

업관리자의 무성의한 태도와 무지로 인한 필요 이상의 장

비요구로 “한차 실어주고나면 1시간씩 대기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던 것이다.

본인이 관내에서 경험에 있는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현

장을 파악하고 장비를 투입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하여, 관내의 건설 시공업체의 현장기술자로 하여금 장비

투입계획을 검토하여 일정구간의 제방을 응급복구 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최소한의 장비로 최단기간의 응급복구를

마침으로서 이차적 피해예방을 하였다.

4.3 수해응급복구 사례를 통한 경험

응급복구 현장은 길이 200 m 제방폭 4 m 제방높이 6 m로

성토량이 약 20,000 m3 순성토가 필요하였고, 이 제방까

지 들어 올 수 있는 도로가 침수로 인하여 안정적이지 못

한 점을 감안하면 진입도로도 자주 보수하면서 통행을 하

여야 할 뿐 아니라,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많은 차량의 통

행 또한 어려웠다. 특히 2~3일 후에는 비가 또 온다는 일

기예보가 있을 뿐 아니라 서해 조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사리 때가 되어 응급복구가 매우 긴박하게 이뤄져야하

는 시점이었다. 

또한 취토장이 4 km로 이동로의 장거리로 운반차량의

통제가 용이하지 않아 고민 중 건설현장 실무자와 상의하

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운반횟수 확인제를 활용하였

고, 임차장비를 장비조합에 맞추어 적정히 투입 활용하여

3일 만에 응급복구를 마치게 되므로 이후 내린 비와 조수

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홍수피해 응급복구 과정에서의

기술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대형 재해인 홍수시

응급복구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을 적정히 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재해응급복구에 능동

적 대처를 하게하고, 지역의 건설기술자 및 시공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그 목적을 달성

하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책으로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단위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이 읍·면·

동에 장비신청을 할 경우 건설기술자 및 시공업체 경험자

그림 1. 문산읍 지역의 침수(파주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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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 현장을 확인하게 하고, 이들 현장에 장비조

합을 편성하여 장비가 투입 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지역

단위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등이 관리하도록, 시·

군·구 방재계획 등에 반영한다.

둘째, 운반로와 복구 물량만 파악되면 일반인도 쉽게

응급복구 장비를 조합하여 운영 할 수 있는 계산표를 작

성하였다.

셋째,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역의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

사 등이 편성 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였다.이 방법은 자

연재해 중 대형홍수로 인한 재해응급복구시의 인적자원

활용에 적정을 기함으로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지방

자치단체 및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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