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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method for effectively conducting discussion-based 

training in disaster response safety training. Method: To this end, we analyzed the disaster response 

training of developed countries and suggested the training scenarios by applying the war-game 

process that is currently applied in the operation planning of our military. Result: In one disaster 

situation, several contingencies could be identified, and supplementary requirements for the manual 

could be derived. Conclusion: Therefore, in conclusion, if the military war-game process is applied to 

the discussion-based training in disaster response safety training, effective training can be carried out.

Keywords: Disaster response safety Korea training, Discussion based training, Execution based training, 

War-Game, Manual, Operation plan 

요 약

연구목적: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시 토론기반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

이다. 연구방법: 이를위해 선진국의 재난대응훈련을 분석하고, 현재 우리 군에서 작전계획 수립시 적용

하고 있는 워-게임(War-Game) 과정을 적용하여 훈련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한가지 형태

의 재난 상황에서 수개의 우발상황을 염출할 수 있었고, 매뉴얼에 대한 보완소요를 도출해 낼 수 있었

다. 연구결론: 따라서, 결론적으로 군의 워-게임(War-Game) 과정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시 토론기반

훈련에 적용한다면 효과적인 훈련이 진행될 수 있다.

핵심용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토론기반훈련, 실행기반훈련, 워게임, 매뉴얼, 작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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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인구는 도시에 밀집되고, 교통은 복잡해 졌으며 대규모 공업 및 산업단지 등이 지속 형

성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하며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그에 따른 재난에 대한 대비ㆍ대응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지만 언제나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똑같은 희생과 참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

환이 반복될 때 마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재난대응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조직적이고 통합적이지 못한 대응을 하며 서로 책

임을 떠넘기거나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봐왔다. 이는 재난관리의 4단계인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단

계 중 예방과 대비단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점중 하나는 대비단계에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재난대응 훈련에 있다.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함에 따라 효과적인 재난대응 훈련은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의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관계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합동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

해야 하며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해야한다” 1)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매

년 1회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과 소관 재난

유형에 대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연중 수시로 실시하는 월별(상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대응 훈련은 크게 ‘실

행기반훈련’ 과 ‘토론기반훈련’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실행기반훈련’ 은 재난상황의 실제 장소에서 관련 역

량 및 기능들이 가상 상황에 대한 실제 행동을 통해서 그 조합을 검증하거나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다. ‘토론기반훈련’ 은 재

난상황을 가정하여 세미나(설명회), 워크샵, 도상훈련 등을 통해 내용을 설명하거나 문제점을 도출하여 현재의 재난대응계

획과 매뉴얼을 최적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세부적인 훈련방법과 훈련 진행 및 내용은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다.

Table 1. Discussion-based training mehtod and progress

훈련방법 훈련 진행 및 내용

세미나(설명회)

ㆍ 재난대응훈련의 가장 기초단계이며 주로 강의식 진행

ㆍ 세미나만을 별도 실시하거나 또는 훈련 前 활동으로 실시 가능

ㆍ 발표자 지정, 발표자가 훈련 대응계획과 매뉴얼 등을 설명(개정 법규 및 매뉴얼 포함)

ㆍ 참석자의 의견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등

워크숍
ㆍ 특정 목표의 달성 또는 결과물(훈련목적, 정책, 계획 등)을 생산하기 위한 회의

ㆍ 워크숍만을 별도 실시하거나 또는 훈련 前 활동으로 실시 가능

도상훈련

ㆍ 재난상황에서 의사결정 관리자 또는 핵심 실무자가 참석

ㆍ 시나리오에 따른 조직별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절차 점검

ㆍ 관련기관의 재난대응 협력체계 확인 및 점검

ㆍ 재난단계별 확인 및 점검 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보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훈련

ㆍ 재난상황 시 임무와 역할을 발표 및 토의, 문제점 개선 등

ㆍ 기 작성된 재난단계별 표준행동절차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보완

ㆍ 재난대응 협력체계와 역할 분담 확인 

기관장 주재 자체 점검회의

ㆍ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장 및 주요 간부가 참여

ㆍ 소관분야의 재난상황 시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

ㆍ 초기대응 방안 토의를 통해 문제점 도출, 개선사항은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등에 반영 

출처 : 임현우, “재난관리론” (2017, 퍼플출판사, 서울), 김동헌, “U-City 기업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실행기반 모의훈련의 평가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2014, 한세대 박사논문)을 참고로 재구성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 43조의 14(재난대비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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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확대 및 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

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으로 도입되어 훈련 시스템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미흡한 실정

이며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환류(feedback)가 목적이 아닌 단순히 ‘훈련을 위한 훈련’ 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토론기반훈련’ 의 경우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훈련방법이 있고, 진행방식에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거의 모든 토론기반 훈련은 1명의 발표자가 1건의 주제를 가지고 사

전 시나리오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발표하거나 매뉴얼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이어서 지자체장이 아닌 부 지자체장 또

는 실무 책임자에 의한 훈시로 이어지는 일방향적인 토론기반 훈련을 Table 2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Table 2. 2018 Discussion and Training plan of Local Governments

구 분 ○○도 ○○도 ○○시 ○○시

훈련 주관 행정 1부지사 행정 부지사 부 시장 안전총괄과장

훈련 주제 건물붕괴 등 3건 산불 등 복합재난 조수 ․ 태풍 등 복합재난 태풍, 해안 기름유출

방 법 관련부서 매뉴얼 발표 각 기관 임무와 역할 발표 각 기관 임무와 역할 발표 매뉴얼 문제점 발표

출처 : 2018년 14개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및 결과를 참고로 재구성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이 논의되거나 통합될 수 없고,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의 우발상황 역시 염출될 수

가 없다. 이는 곳 매뉴얼을 최적화 시키지 못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 ‘토론기반 훈련’ 을 통해 재난대응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통합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많은 우발상황을 염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매뉴얼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

는 효과적인 훈련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선진국의 재난대응훈련 사례

독일의 재난예방훈련 체계

독일의 재난관리에 관한 논의는 1945년부터 1950년대에 구수타프 하이네만(Gustav Heinemann)이 연방내무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독일은 1951년 세계대전 경험으로 많은 국가재산 및 인명피해로 사전적 재난예방을 강

조하였고, 연방정부 내무부 산하에 독립적 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독일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재

난관리체계를 발전시켜왔으며, 특히 2001년 미국의 9.11테러와 2002년 여름 독일북부 항구도시에 발생한 엘베강(Elbe) 홍

수를 경험한 이후 재난관리대응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즉, 연방정부가 국가위기관리에 종합적 책임을 가지고 대

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와 협력하여 통일된 대응개념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공동의 목표

를 가지고 공동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오늘날 독일정부는 대규모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

해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발전시켜왔다. 그래서 독일의 재난예방훈련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에 대한 위기관리훈련 이외도, 공공행정의 다양한 분야, 민간기업, 구조단체, 단체연합 등과 함께 연계하는 초지역적

인 위기관리대응 및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총체적 ‘국가위기관리훈련(Laender Uebergreifende Krisenmanag -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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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bung(Exercise) : 재난예방훈련(LUKEX)’ 시스템이다.2) 이러한 재난예방훈련은 실제 국가재난상황에 대비하는 훈련 이

외에도 정책조언, 교육 및 연수지도, 연구프로젝트 개발, 고위 정책결정권자의 지도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연방정부의 내무

부가 훈련 초기단계부터 긴밀히 대응하며 훈련개념의 범위 안에서 2년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훈련계획을 보완하고 기획한

다.3)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방정부가 한 번의 재난예방훈련(LUKEX)을 위해 약 18개월간의 훈련준비를 실시하는데, 이 기

간에 훈련을 위한 여러 가지 토의와 토론, 회의, 합의, 세미나 및 워크숍, 그리고 시나리오에 관련된 기준 등을 논의하여 구체

화시키고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을 발전시킨다는 점이다. 또 훈련준비과정에서 연방재난관리청이 훈련에 참여할 프로젝트 

그룹과 각 주정부 그룹을 만들고, 기타 기업, 구조단체, 연합단체 등의 참여를 이끌어 민ㆍ관 협력을 통한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훈련의 내용은 재난예방훈련에 대한 권한을 갖는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와 논의하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실시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다.

Table 3. Disaster prevention Drills in Germany 2018

구 분 훈련내용

2004년 LUKEX 전력공급 중단과 테러위협 및 공격

2005년 LUKEX 테러위협과 2006년 월드컵 준비

2007년 LUKEX 전염병

2009년 LUKEX 화학방사전을 통한 테러위협과 공격

20011년 LUKEX 정보통신(IT)의 안전

출처 : 한형서ㆍ유영재, “독일의 재난예방훈련에 대한 시론적 연구” (2012, 한국치안행정논집)

이러한 주제로 훈련이 진행 시 소방기관 등 재난대응의 실제 행동기관 및 단체들은 훈련 시나리오에 대한 공유 없이 재난

상황 만 전파 받고 출동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통합대응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응절차 및 방법이 적절한지 등을 평

가하는 등의 환류를 해 나간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재난예방훈련의 토의ㆍ토론, 세미나, 워크숍 등은 한 번의 ‘행동화 훈련’ 을 위해 장기간 동안 연방ㆍ

주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이 실시하는 훈련준비의 일환이며, 그 기간을 통해 훈련 시나리오를 구체화 하는 것 뿐 만아니라 독일

의 재난예방에 관한 계획 및 기타 사항들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미국의 ‘토론기반 훈련’ 체계

미국의 재난관리 단계는 경감(Mitiga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 등 총 4단계로 분류된

다.4) 이 중 재난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평시 훈련 및 교육은 대비단계에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재난대응 

훈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축척형 훈련기획방안’ (Building-block approach) 으로서 가상훈련 시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량, 업무의 종류, 훈련 시나리오, 훈련 규모 등의 확대 변화 등에 따라 시스템 구성을 바꾸어 가는 방식

2) 한형서ㆍ유영재, “독일의 재난예방훈련에 대한 시론적 연구”(2012, 한국치안행정논집 제9권 제2호), p. 151

3) Unger, Christoph. (2008). Die Roll des Bundesamtes fuer Bevoelkerungsschutz und Katastrophenhilfe im krisenmanagement, BBK (ed). 

Nationales Krisenmanagement im Bevoelkerungsschutz. Spangenberg.

4) 정종제 등 5명, “미국의 재난관리” (2017, 비앤엠북스, 서울),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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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또 하나는 ‘역량기반 기획방안’ (Capabilities-based planning) 으로서 다양하고 불확실한 재난상황에서 적합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되며 이때 광범위하고 현실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역량을 규정하게 된다.5) 미국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기획방안을 기초로 국토안보훈련 및 평가 프로그램(HSEEP, Homeland Security Exercise and Evaluation 

Program)을 활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의 위기대응 지침 및 가이드 성격으로 작성되었으며 

재난분야의 훈련 설계 → 실시 → 평가 순으로 내용을 망라하였다. 훈련은 크게 ‘토론기반 훈련’ 과 ‘실전기반 훈련’ 으로 분

류되는데 주로 ‘토론기반 훈련’ 이 ‘실전기반 훈련’ 보다 더 많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토론기반 훈련’ 은 주로 세미

나, 워크숍, 게임, 도상훈련(TTX, Table Top Exercise)등으로 시행하고 있다. 세미나는 ‘토론기반 훈련’ 의 기초가 됨으로서 

기본개념이나 개요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워크숍은 세미나와 유사하지만 

참가자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의 차이점이나 문제점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낸다

는 점이 세미나와 차이가 있다. 게임은 두 개 이상의 팀이 참여하는 훈련의 형태로서 실제 또는 가정된 재난환경을 묘사하기 

위해 설계된 규칙과 데이터 및 절차를 사용하여 운영되는 시뮬레이션 과정이다.6) 도상훈련은 사전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재

난대응 관련 기관들의 대응절차를 훈련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훈련형태이다. 참가자들은 실제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큰 장점 중에 하나이다.7) 도상훈련은 기초 도상훈련과 고급 도상

훈련으로 구분되는데 기초 도상훈련은 최초 시나리오의 변화 없이 주어진 상황으로 참가자들의 논의를 거쳐 결과물을 상호 

공유하게 되는 반면 고급 도상훈련은 최초 시나리오에서 훈련 실시간 상황의 변화 및 돌방상황을 주고 참가자들에게 전달하

여 변화된 상황을 조치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훈련을 진행하고 촉진

자 역할을 하는 퍼실리에이퍼(Facilitator)가 참가자들을 독려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변화된 상황들을 전달하며 훈련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퍼실리에이퍼(Facilitator)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훈련 기획수립 단계부터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있다. 

軍의 ‘워-게임(War-game)’ 과정

위와 같이 미국의 이러한 고급 도상훈련의 형태는 ‘변화되는 상황과 돌발 상황을 부여해서 상황을 조치하고 토론한다는 

점’ 이 우리 軍의 작전수행과정 중 계획수립 단계에서 실시하는 Fig.1과 같은 ‘워-게임’ 방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워-게임은 지휘관 및 참모의 토의를 거쳐 우발상황(적 대응)을 염출하고 대응방안(아 역대응)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인 

반면 , 미국의 고급 도상훈련은 퍼실리에이퍼(Facilitator)에 의해서 돌발 상황이 부여되고 훈련이 진행된다는 점이 군의 워-

게임 과정과 차이가 있다.

5) 김동헌 의 위 논문, pp. 31-32를 참고로 재구성 

6) 국민안전처, “대규모 복합재난대비 체계적인 훈련방안 연구” (2011)

7) Younhee Kim, “Developing the Discussion-Based Disater Response to Improve Emergency Manager's Coordination Capabilities” (2018, 

Crisisonomy Vol.14 No.1), pp. 161-164를 참고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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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ilitary operational process

워-게임 이란 계획수립 간 방책분석 시 사태분석도 초안과 아 방책을 기초로 아군의 전투력 운용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분

석방법으로서 Fig.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격 및 방어작전 모두 ‘아 행동 → 적 대응 → 아 역대응’ 순으로 진행된다.8) 즉, 이

러한 진행으로 아군의 전투력 운용방법을 계획하며 발전시키고 있다. 워-게임을 할 때는 가장 가능성 있는 적 방책과 각각의 

아 방책을 대비시켜 분석하되 ‘토의식 진행’ 9)을 통하여 아 방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다. 

Fig. 2. War-Game of Military (Attack Planning), Case)

워-게임은 군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최선의 방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장정보분석 및 정보판단 결과와 아 방책을 

기초로 아군의 전투력 운용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워-게임 시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적의 방책과 각각의 

국면별로 아 대응방책을 대비시켜 분석하며, 지휘관 및 참모가 상호 질문과 답변에 대한 토의식 진행을 통하여 아 방책을 구

체화 발전시켜나간다.

워-게임의 장점은 각각의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국면별로 아군의 전투력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는 것이다. 특히, 워-게임은 특정국면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기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결정적작전의 특정과업, 도하작

전, 공중강습작전, 각종 우발상황 등을 중심으로 그 국면에 대한 최적의 전투력 운용방법을 집중 분석한다. 그리하여 적이 어

떠한 방책을 선택하거나 우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아군은 그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발

휘한다. 그러나 적시적인 대응과 실시가 생명인 군사작전에서 모든 국면과 모든 우발상황에 워-게임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상

의 제약 및 과도한 노력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장 가능성 있는 방책을 중심으로 가정을 설정하여 국면

8) 야전교범 1-1, 군사용어(2017), p. 113

9) “워-게임을 진행할 때에는 워게임에 참여한 지휘관과 참모가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토의식으로 진행하

여 방책분석 산물인 방책의 도식과 서식 관련 내용 등을 구체화하면서 발전시킨다.” (야전교범 기준-1-1, 지휘통제, 2018, p.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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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워-게임을 실시한다. 결론적으로 워-게임은 가장 가능성 있는 적 방책에 기초하여 다양한 적의 전투양상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전투력 운용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워-게임을 통해 전투력 운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발전이 되며, 피아 방책의 강약점을 분석하여 적의 약점에 전투력

을 집중함은 물론 적의 강점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우발계획을 도출해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전시킴으로서 

융통성을 갖을 수 있게 되며, 주요 국면에서의 지휘관 결심사항을 선정하여 그에 따른 결심조건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워게임의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참모장이 진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참모와 기능 대표자

들이 참석하여 진행된다. 이때 지휘관은 참모들을 협조시키고 적과 아군에 대한 통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작전수행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휘관 판단 하에 워-게임이 진행된다. 워-게임 실시 전에는 정보참모와 작전참모가 

필요한 방책분석 자료를 준비하지만 방책분석에 참여하는 지휘관과 참모들은 방책분석 이전 단계까지의 사고과정인 상황평

가, 지휘관판단과 참모판단의 결과를 가지고 워-게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 워-게임 실시간에 참가자들은 자신의 

과업과 임무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참모들의 책임분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황평가와 작전구상, 참모판단 결과를 기

초로 질문이나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가한다. 이러한 워-게임을 통해서 방책이 구체화되면 방책분

석의 산물(방책의 서식과 도식부분, 방책의 강 ․약점, 우발계획과 우발사태 소요, 결심보조도, 결심조건표, 전투편성표, 통합

전투력운용도표 등)이 작성 된다.

軍의 ‘워-게임(War-game)’ 과정을 적용한 ‘토론기반 훈련’ 방안

위와 같이 軍은 지휘관 및 참모가 워-게임 과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우발상황과 제한사항을 염출하고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조치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최선의 방책을 선택하며 작전실시간 대응해 나간다. 쉽게 표현하자면 워-게

임은 우리 군이 군사작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선의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며 작전계획은 즉, 매뉴얼이라고도 할 수 있

겠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 ‘토론기반 훈련’ 을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발전

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군의 워-게임 과정을 ‘토론기반 훈련’ 시 적용하면 우선 워-게임 기법을 통해 과거 우리나라를 포함

한 주변국들의 재난사례 연구결과로 부터 각종 발생 가능한 예상 재난상황 및 재난별 주요 국면에 대한 상황을 염출할 수가 

있다. 또한 이미 연구된 수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능성이 높은 예상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재난상황별로 강약점을 분석함으로서 해당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보완요소를 단기ㆍ중기ㆍ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출해낼 수

도 있다. 이렇게 수립된 예상 재난상황을 기초로 워-게임식 토론을 통해 관계자들의 ‘Brain Storming’ 과정 속에서 각 국면별 

최선의 대응방책과 가용자산(민ㆍ관ㆍ군ㆍ경)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재난상황의 대응

방책과 우발상황에 대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매뉴얼을 구체화시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2개의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워-게임식 토론기반 훈련’ 방법을 예로 제시해 보았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은 폭설상황의 자연재난으로 지자체가 ‘워-게임식 토론기반 훈련’ 을 하는 상황이며 훈련주관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이고, 참가자는 ○○시 안전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사결정 책임자들 

이다. 최초 훈련개요 및 재난상황에 대해 안전정책 과장의 설명을 시작으로 워-게임을 시작하고, 대응방안을 참가 기관 및 단

체별 발표 및 토의식으로 Fig. 3과 같이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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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ar-Game type 'Discussion-based training' Procedure in heavy snow disasters in OO City Case)

Table 4. War-Game type 'Discussion-based training' Scenario in heavy snow disasters in OO City Case)

순번 상 황 시나리오

1 개요보고

ㆍ안전정책 과장 : 오늘 토론기반 훈련은 폭설에 대한 상황조치 훈련으로 최초 상황부여 이후 각 기관 및 

단체별 조치사항 또는 제한사항을 발표하면,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우발상황을 다

시 부여하여 그에 대한 각 기관 및 단체별 조치사항을 논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음. 

현재 우리지역에 국지성 폭설이 약 75Cm 가량 내려 비상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ㆍ재난관제 팀장, 자연재난 팀장, 도시개발국장, 시장 :  “이하생략” 

2 재난대응

ㆍ자연재난 팀장 : 시청에서는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제설차량 및 장비를 즉각 가동 하겠음

ㆍ경찰서 교통과장 : 교통사고 발생 가능지역과 주요 도로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통제하겠음. 

도로공사 측은 적설로 인해 심하게 정체되는 구간에 대한 정보를 공유바람.

ㆍ소방서 구조구급과장 :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비상인력을 추가로 대기 하겠음

ㆍ군 부대 : 현 보유중인 제설차량은○대 이고, ○○지역부터 ~ ○○지역까지 군에서 제설작업을 지원

하겠음(이하생략) 

3

우발상황

/

재난대응

ㆍ자연재난 팀장 : 21:00부 ○○체육관이 적설로 붕괴되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됨. 

시청에서는 비상 3단계를 발령하여 총력대응을 하겠음(이하생략)

ㆍ체육시설 팀장 : 본 건물은 ○○년도에 건축되었고, 면적은○○㎡이며, 철골로 구성되어있음.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시공사는 ○○ 건축사임(이하생략)

ㆍ소방서 구조구급과장 : 현 소방 구조가용인력은 ○○이며, 즉각 현장 출동하겠음. 체육관 주변의 교통

통제를 위해 경찰 출동을 요청하며, 필요시 군부대 지원요청을 하겠음

ㆍ군 부대 : 구조지원 요청에 대비해서 미리 상급부대에 전문재난구조부대 출동 준비를 요청하겠음

ㆍ그 외 기관 및 단체 : “이하생략” 

4

우발상황

/

재난대응

ㆍ자연재난 팀장 : 현재 적설로 인핸 119구조대가 진입이 제한되며, 전기합선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

였고, 사고지역 일대 통화량 과다로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ㆍ각 기관 및 단체 : 대응 및 조치사항 또는 제한사항 발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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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와 같이 워게임에 대한 개요보고를 시작으로 폭설시 ○○시가 조치 해야될 사항들을 관련 기관 및 단체가 발표 및 

토론하며 폭설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들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통합적인 재난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훈

련이 진행된다. 이러한 워게임식 토론이 종료가 되면 폭설시 상황조치 해야될 매뉴얼에 대한 보완소요를 도출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조 하에 매뉴얼을 최종 보완하고 공유함으로써 폭설이라는 자연재난 발생 시 지자체의 통합적인 재난관리 및 대

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재난상황은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상황의 사회재난으로 지자체가 ‘워게임식 토론기반 훈련’ 을 하는 상황이

며 훈련주관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이고, 참가자는 ○○시 안전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관련기관 및 단체

의 의사결정 책임자들 이다. 최초 훈련개요 및 재난상황에 대해 해경 관계자의 설명을 시작으로 워게임을 Fig. 4와 같이 시작

하고, 대응방안을 참가 기관 및 단체별 발표하며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때 대응방안은 기존 매뉴얼상의 내용을 기

초로 발표하되 추가적으로 보완해야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토론함으로서 매뉴얼 보완소요를 도출해낸다. 앞서 폭설시

의 ‘워게임식 토론훈련’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재난대응을 했음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을 다시 부여하

여 같은 방법으로 토의하고 매뉴얼 보완소요를 도출해낸다. 이때 추가적인 우발상황은 훈련 진행자에 의해 계획된 최초 시나

리오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토의 간에 참가자들이 염출해낸 상황으로 대응방안 토론이 진행될 수 있으며, 훈련 시나리오는 

Table 5와 같다.

Fig. 4. War-Game type 'Discussion-based training' Procedure in marine ship accident in OO Cit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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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War-Game type 'Discussion-based training' Scenario in marine ship accident in OO City Case)

순번 상 황 시나리오

1 개요보고

ㆍ해양안전 관리계장 : 오늘 토론기반 훈련은 해양사고에 대한 상황조치 훈련으로 최초 상황 부여이후 

각 기관 및 단체별 조치사항 또는 제한사항을 발표하면,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우발상황을 다시 부여하여 그에 대한 각 기관 및 단체별 조치사항을 논의하는 방

법으로 진행하겠음. 현재 ○○해안에서 유조선과 여객선이 충돌하여 여객선이 

전복중인 상황임.

ㆍ해양교통 관제과장, 재난안전과장, 건설교통국장, 시장 :  “이하생략”    

2 재난대응

ㆍ해양안전 관리계장 : 해경은 현시간부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즉

각 출동을 지시 및 요청하겠음. 승선자 명단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양방제 장비 

및 물자 또한 출동시키겠음.

ㆍ해경 구조대장, 해양교통 관제과장, 해양오염방제계장 : 대응 및 조치사항 또는 제한사항

ㆍ군 부대 : ○○해안 일대에서 가장 근접한 ○○해군부대의 출동을 요청하고, 상급부대와 추가 출동 가

능한 구조병력 및 장비를 출동할수 있도록 보고하겠음. (이하생략) 

ㆍ그 외 기관 및 단체 : 대응 및 조치사항 또는 제한사항 발표

3

우발상황

/

재난대응

ㆍ재난안전과장 : 현재 유조선에서 유류가 유출하고 있고, 화재가 발생하였음. 여객선 승객들은 승무원

의 통제없이 자체 퇴선중이며, 일부인원들은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상태임.(이하생략)

ㆍ해경 구조대장 : 구조헬기를 급파했으나, 소방 및 군부대의 구조헬기를 추가 출동 바람.

ㆍ해양오염 방제계장 : 현 유조선의 유류는 ○○㎘로 모두 유출시 해양 방제장비 및 물자가 부족한 상황

임. 따라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준비가 요망됨.

ㆍ그 외 기관 및 단체 : 대응 및 조치사항 또는 제한사항 발표

4

우발상황

/

재난대응

ㆍ재난안전과장 : SNS에 현장 사고영상 및 유언비어가 지속 전파되고 있고, 방송국의 취재가 과열되어, 

○○항 일대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임.(이하생략)

ㆍ공보담당 실장 : 오보에 대한 대응노력을 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겠음, ○○일대에 언론 취

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언론사의 취재과열을 방지토록 조치하겠음.(이하생략)

ㆍ각 기관 및 단체 : 대응 및 조치사항 또는 제한사항 발표

 (이하 생략)

 

결 론

다양하고 복잡하며 가변적인 요소가 많아지는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서 재난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발생할지 또는 그 

재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매우 불확실성의 연속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또 한 가지의 사

건 ․ 사고가 발생하면 다양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상호 작용하면서 그 강도와 범위가 확산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

럼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복합적인 재난상황을 사전에 염출해낼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계획하고 훈련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워-게임(War-Game)식 토론기반 훈련’ 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대응해보고 한가지의 재난상황이 아닌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난상황을 염출하여 훈련하면서 기존 매뉴얼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훈련방법이 될 것이다. 매뉴얼 보

완 및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난상황과 주요 국면에 대한 대처방법이며, 이러한 적시적 이고 효율적

인 대응은 평시 작성되고 훈련되어진 매뉴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관․군․경의 역할과 

임무가 통합된 매뉴얼 수립이며 바로 그러한 통합 매뉴얼은 워-게임 방법을 통해서 작성될 수 있다.

그러나 ‘워-게임(War-Game)식 토론기반 훈련’ 을 위해서는 반드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장이 주관을 하고, 민 ․ 관 ․군 ․ 경의 핵심 실무자 및 지휘관이 참석하여야 한다. 또 최초 시나리오(재난 및 우발상황)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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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해야하며, 재난유형별 해당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재난전문가가 부족

하고 수시로 보직이 바뀌는 공무원의 인사상 문제와 재임 간 업무의 변화를 부정하며 과거훈련을 답습하는 안일주의식 정서

가 바뀌지 않는 이상 치밀하고 전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차원에서 중 ․ 장기계획으로 추진해 나가야지만 ‘워-게임(War-Game)식 토론기반 훈련’ 을 정착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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