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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ustomized situation propagation operation procedure of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and related organizations for on-sit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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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들어 대형재난 및 예상하지 못한 사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서 재난
관리 책임기관 간 협업기반의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사항 및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 상황에서 효과적인 협업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통합적 안전
관리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적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시범지역을 중심
으로 협업체계와 현장대응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 재난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대응활동과의 연계
방안을 정립한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비 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중앙행정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방향 연구와 재난 대응 계획에 포함되는 재난대응 협업의 자원체계를 수립
한다.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13개 협업기능의 대응단계별 임무역할, 조치사항 및 절차와 유관기관의
임무역할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협업대응체계 도식화 콘텐츠를 제시한다.
핵심어 : 재난대응, 협업운영체계, 표준절차, 복합재난

Abstract
Recently,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large-scale disasters and unexpected incidents, regulations on
measures and response procedures are being established to establish an effective response system based on
collaboration among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at disaster sites. The study suggests the need for
effective cooperative management in disaster management situations and intends to use it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plan. In addition, based on the cooperation system centered on
the pilot area and on-site response statu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disasters are systematically reflected
and response activities and linkages are established. Establishing a disaster response plan for strengthening
the disaster preparedness system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stablishing a research and development
direction through linkage with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esource demand and support system for
disaster response cooperation included in the disaster response plan to build. We present the sch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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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of the collaborative response system for systematic disaster response by defining the mission roles,
measures and procedures for each stage of response of the 13 cooperative functions according to the
selection of the pilot area, and the mission roles of related organizations.
Keyword : Disaster Response, collaboration operation system, standard procedure, complex disaster

1. 서론
최근 들어 점점 재난피해의 범위는 광범위해지고, 한가지 재난 유형이 아닌 연쇄적 영향으로
복합적인 재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효과적으로 복합재난에 대응을 위해서는 한 기관만으로는
복합재난 대응의 한계가 있어 유기적인 재난대응 협력을 통해 여러기관의 협업으로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장에서 발생한 재난은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현장대응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와 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단계별 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에
속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기관, NGO 등에 이르기까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조직, 물자, 장비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는 재난대응 계획과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낸대응단계별 협업체계가
필요하다 [1-3].
따라서, 협업대응체계 등 통합대응능력을 중점 점검함으로써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종·복합적 성격을 띠는 대규모 재난의 발생
가능성 및 전개 양상을 예측하고,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현장대응 유관기관
간의 협업에 기반을 둔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복잡하고 비일상적이며,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일관된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현장대응
유관기관 상황전파 운영절차 연구가 필요하다 [1-3].
본 연구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의 다양화, 대규모화로 인해 재난에 대처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재난 유형별, 대응단계별 행동요령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와 재난유형의 다양화 및 대형화로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전
예방·대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 대한
실질적, 실천적, 유기적 현장 맞춤형 상황전파 방안을 제시한다 [4-7].
대규모 복합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현장대응 유관기관을 명확히 식별하고 대
규모 복합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3개 재난대응 협업체계를 정립하여 대형화
복합화 재난발생에 따른 시범지역 협업대응체계 일원화 방안을 수립한다 [8-10]. 이에따라 시범지역
인근 시·도/시·군·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위해 재난대응단계별 상호 자원요청과 지원 체계를
수립하여, 재난단계별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지역 중심의 13개 협업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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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단계별 임무·역할, 조치사항 및 절차와 유관기관의 임무·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목적의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체계적인
재난대응 단계별 도식화 콘텐츠를 구성하고자 한다.

2. 본론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재난 업무를 협력과 조정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재난대응 역량을
극대화하며,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호협력계획을 수립한다. 아래에 나타낸 [그림 1]은 재난관리 책임기관
주도하에 공공, 민간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
기관과 여러 공공 기관·단체, 민간 등에 재난 대응에 필요한 인력, 시설, 물품·장비 등의 자원 지원을
대상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그림 1]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책임기관 흐름도
[Fig. 1] Disaster Management Agency Flow Chart by Disaster

2.1 상호협업체계 구조
상호 협업체계 구조는
관리

상호협력대상기관

상호협력대상분야

상호협력기능

상호협력

상호협력을 위한 자원관리 절차로 구성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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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로 구성된다.
상호협력 대상분야는 상호 협력에 필요한 자원은 자원관리에서 분류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시설, 물품장비)으로 구분되며, 다수의 재난관리 기관이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요청한
경우 관련 자원 확보 재난관리 기관들의 소요를 판단해서 물량 조정 후 요청기관에 지원한다.
상호협력기능은 (1) 상황관리 총괄 (2) 긴급생활안정지원 (3) 재난현장환경정비 (4) 긴급통신
지원 (5) 시설응급복구 (6) 에너지기능 복구 (7) 재난수습홍보 (8)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9) 교통대책
(10) 의료 및 방역 (11) 자원봉사관리 (12) 사회질서 유지 (13) 수색구조/구급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상호협력 관리 단계는 상호협력 활동은 4단계(계획·실시·점검·조치)로 구분해 추진하며, 사전에
상호협력을 위한 최적의 대비상태를 유지하고 재난 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호협력 활동을 전개
하며, 상호협력 실행 결과는 점검과 조치 과정을 거친 후 상호협력 체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상호협력을 위한 자원관리 절차는 시·군·구, 시·도,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판단에 따라 재난
대응에 필요한 상호협력 기능이 결정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상호협력 기능의 책임기관은 상호
협력지원기관에 자원을 요청하고, 상호협력지원기관은 지원할 자원의 지역, 수량 등을 협의하고
지원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2.2 상호협력체계 구축방안(시범지역 중심)
상호협력 체계는 시·군·구에서부터 시·도, 중앙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원 체계외에 시·군·구와
시·도, 중앙 차원에서 각 지원기관(공동 및 민간 포함)과의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앙 단위의 상호협력 체계는 범국가적으로 대규모 재난을 대응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사이에서 유지되는 상호협력 체계로서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통한 자치단체 차원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수반한다.
시도단위 상호협력 체계는 광역 혹은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재난을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사이에서 유지되는 상호협력 체계로 실무반 운영을 위한 13개 상호협업체계를 기반으로
[그림 2]는 시범지역 대상의 재난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중앙차원의 상호협력 이 구축되는
체계를 나타낸다.
시·군·구 단위 상호협력 체계는 실제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림 3]은
시범지역 대상의 시·군·구 지역을 담당하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및 한국전력 지사 등 공공기관,
협회, 단체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재난에 대응하며,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 재난관리 책임기관 사이에서 유지되는 상호협력 체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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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범지역의 시·도 단위 상호협력체계 구성도
[Fig. 2] Structure of the mutual cooperation system at the city-province level in the pilot area

[그림 3] 시범지역의 시·군·구 단위 상호협력체계 구성도
[Fig. 3] Structure of the mutual cooperation system at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units in the pilot area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는 현장대응 유관기관
상황전파 계획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 기관의 장은 긴급구조 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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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림 4]는 현장대응 유관기관 상황전파를 재난유형별
제공을 통해 재난의 규모 및 유형에 따른 재난대응 단계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시범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그림 4] 재난 유형별 현장대응 유관기관 흐름도
[Fig. 4] Flow chart of relevant agencies for on-site response by disaster type

2.3 현장대응 유관기관 대응방안(시범지역 중심)
현장대응 1단계는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사고발생 상황을 중심으로, 긴급구조 지휘대
(소방·경찰·응급의료)의 일상적 현장 지휘체제가 이용되고 시범지역 소방서 현장지휘대장이 상황실에
보고하며, 상황실에서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원기능을 구 통제단을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구성한다. [그림 5]는 중·소규모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1단계 흐름도 구성으로 1개의 시·
군·구에서 단일 재난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1개 소방서 전체 소방력 동원 및 지원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재난기준에 따라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통제단장을 중심으로 구 통제단 및 시 통제단
(부분) 운영을 수립하고 있다.
현장대응 2단계는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 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
하고 소방서 현장지휘대는 소방서 구 통제단을 확대 운영한다. 재난유형별 상황에 따라 소방본부
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가동하며, 부분 가동되는 소방본부 통제단의 각 책임
자들은 각 부별 운영상황에 대해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한다. [그림 6]은 중·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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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2단계 흐름도 구성으로 2개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걸쳐 발생한 재난으로 1개의 시군구
에서 단일재난으로 향후 장시간 대응이 예상되는 재난기준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청장의
통제단장을 중심으로 구 통제단 및 시 통제단(전면), 중앙통제단(부분) 운영을 수립하고 있다.

[그림 5] 시범지역의 현장대응 유관기관 1단계 흐름도
[Fig. 5] On-site response in the pilot area Flow chart of the first step of response to related organizations

[그림 6] 시범지역의 현장대응 유관기관 2단계 흐름도
[Fig. 6] On-site response in the pilot area Flow chart of the second step of response to relate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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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 3단계는 시범지역내의 일상적 업무수행이 곤란한 재난발생 상황으로, 시범지역의
전면적 지원이 필요한 단계로, 중앙통제단의 지원활동을 필요로 하는 재난대응상황이다.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구 및 광역시 통제단이 완전가동되며, 중앙
통제단이 부분 또는 전면운영되는 재난상황이다. 시범지역내 통제간 각 책임자들은 각 부별 운영
상황에 대해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를 통해 시군구 차원의 지원기관(부서)은 자체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시범지역 통제단의 통합지휘팀과의 연락체계를 수립한다. [그림 7]은 중·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3단계 흐름도 구성으로 복합재난의 규모나 재난확산 예측의 결과 시·도 차원의
재난대응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의 통제단장을 중심으로 구 통제단
및 시 통제단, 중앙통제단(전면) 운영을 수립하고 있다.

[그림 7] 시범지역의 현장대응 유관기관 3단계 흐름도
[Fig. 7] On-site response in the pilot area Flow chart of the third step of response to related organizations

3. 결론
연구결과 대규모·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지역 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통해 상황전파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재난
유형별 상황전파 운영절차 정립을 통해 재난 발생시 관련 부서의 개별적 대응으로 인한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에서 벗어나 유관기관 간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대응 활동 지침으로 활용하여, 재난현장
에서의 지휘체계 확립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현장 대응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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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초기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재난현장에 출동한 대응기관 간 상호공조 협력하여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를 통해 기관 간 상호협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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