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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fields manuals which is managed by the each disaster types are the integrated guideline. 

When the disaster occurred, all kinds of SOPs which are described in the manual does not need. 

Therefore, the person in charge is confused which SOP is executed.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disaster response process model based on the specific disaster situation case. Method: Firstly, we 

define the disaster situation cases which is mentioned in the field manual, and then, we develop the 

disaster response process model including indispensible SOPs for the specific disaster situation case. 

As a verification and feedback process, we apply the model to Safety Korea Exercise scenario. Result: 

We developed SOP model and disaster response process model reflecting the concept of the disaster 

situation case. Conclusion: Safety Kore Exercise scenario reflecting the developed model may 

continuously upgrade the field manual. 

Keywords: Field Manual, Disaster Response Process, Situation, Scenario, SOP 

요 약

연구목적: 재난 유형별로 관리되는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은 해당 재난의 종합적인 대책 가이드라인이라

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재난은 매뉴얼에 기록된 모든 임무가 다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장 담당자가 

수행해야할 임무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재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임무만 수행할 

수 있는 상황 기반 재난 대응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서 언급된 재

난 상황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재난 상황에 따른 임무 수행 시나리오가 반영된 재난 대응 프로세스를 

도출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검증과 보완으로 안전한국 훈련의 훈련 시나리오를 본 모델에 적용하여 지

속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결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재난 상

황별로 임무 수행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임무 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재난 대응 프로세스 모델 

체계를 제시하였다. 개발된 모델에 기반하여 안전한국 훈련 시나리오 모델을 적용하였다. 결론: 재난 

상황을 지원하는 재난 대응 프로세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

되고, 안전한국 훈련 시나리오가 작성되면, 안전한국 훈련의 점검을 통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재

난 대응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재난 대응 프로세스, 상황, 시나리오, 표준행동요령(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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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해당 재난에 대한 비치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기반하여 재난 대응을 수행한다. 

국가에서 정의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세트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58종(자연재난 13종, 사회재난 및 

주요 상황 45종)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필요한 재난 유형을 정의하고 해당 유형에 따라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다. 예

를 들어 충주시인 경우 필요한 총 30종의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다(Lee, 2017a).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템플릿(MOIS, 2016b)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재난관리책임

기관은 자신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 특정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통합적으로 작

성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안내서 역할은 할 수 있지만, 특정 재난 상황 발생 시 담당자에게 해당 매뉴얼에 기술된 임무(행동요

령)(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중에서 해당 상황에 반드시 수행해야할 임무와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임무를 구별

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자연재난 매뉴얼 중에서 "풍수해"인 경우 매뉴얼에서 재난 상황 범위를 3가지 유형(태풍, 호우, 대설)에 적용하

도록 기술하고 있다. 즉 "태풍", "호우", "대설" 상황에 대하여 본 매뉴얼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매뉴얼 내용에 기술된 세

부 임무에는 이들 상황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태풍" 발생 시 매뉴얼에 기술된 담

당자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태풍"에 대한 것인지, "호우"에 대한 것인지, "대설"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공통적인 임무인

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와 같이 실제 재난은 매뉴얼 수준이 아닌 매뉴얼 내부에 정의된 재난 상황 범위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재난대응 안

전한국 훈련 또한 매뉴얼의 재난 상황 수준에 대한 훈련이다. 물론 복합재난이라고 하여 여러 매뉴얼에 존재하는 여러 상황

(예를 들어, "대설" 이후 "붕괴"가 발생)이 연계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재난 대응은 행정안전부에서 분류한 재난 유형 단

위가 아닌 재난 상황 단위이며, 훈련 또한 매뉴얼 내부에 정의된 상황 범위 기반 훈련인 것이다(Kim,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매년 시나리오 개발과 유관기관 참여를 통한 훈련 연습을 실시하

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시나리오는 지대본(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나 통지본(통합지원본부)의 

역할보다는 소방서와 유관기관 투입을 통한 상호 협업적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매뉴얼이 목표로 하는 내부 담당자의 임

무 수행 가이드라인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훈련 시나리오가 훈련 종료 후 보완을 거쳐서 매뉴얼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현재 

폐기되는 상태이다. 이는 매뉴얼의 취급 단위(재난 유형 단위)와 훈련의 취급 단위(재난 상황 단위)의 차이로 인하여 시나리

오를 매뉴얼에 반영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러므로 매뉴얼 자체를 재난 상황 범위 기반으로 구성하고, 임무가 상황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재난 대응 프로세

스에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실제적 재난이 발생하는 단위(상황)로 매뉴얼을 

구성하는 것이며, 안전한국 훈련에서 실시하는 시나리오의 기본 단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단위를 반영할 수 있게 구성하면 

매년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의 결과물인 시나리오가 매뉴얼에 피드백되어 더 현실적인 매뉴얼이 되며, 또한 담당자가 명확

하게 자신이 수행할 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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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체계 분석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분석 

SOP 리스트 

Table 1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상위 수준의 48개 SOP 그룹 제목이며, 각각 SOP 그룹은 하위의 세부 SOP

를 가진다(MOIS, 2016a). 

Table 1. Top-Level SOP group list

no. title no. title

1 징후접수 및 파악 25 현장교통 대책

2 징후전파 및 보고 26 의료 및 방역지원

3 징후대응 27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4 상황접수 및 파악 28 응급치료

5 상황전파 및 보고 29 환자 이송 및 관리

6 현장출동 및 초기 대응 조치 30 방역활동

7 재난안전상황실(지대본 상황실) 가동 31 보건/위생 활동

8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운영 32 현장의료/방역지원

9 재난및사고복구 33 임시적환장 운영

10 대민지원 34 폐기물 수거 및 처리

11 이재민 구호 35 오염예방

12 경제적 지원 36 환경관리

13 장례지원 37 현장 환경 정비지원

14 피해 보상 및 지원 38 자원봉사관리

15 긴급통신지원 및 복구 요청 39 현장자원봉사지원

16 시설응급복구 40 주민대피

17 현장시설응급복구 41 통제활동

18 에너지 기능 복구지원 42 질서유지활동

19 재난현장 에너지 지원 43 현장 주민대피 및 보호 지원

20 방재자원 확보 및 수요파악 44 수색구조구급지원

21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45 현장 긴급구조 지원

22 현장자원지원 46 재난방송

23 교통상황 파악 47 언론대응

24 대체교통수단 마련 48 현장 언론대응

재난 상황 범위 사례 분석 

대부분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여러 가지 세부 재난 상황에 대하여 포괄적인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Table 2

는 샘플로 3가지 재난(풍수해, 인적사고, 가뭄)에 대한 매뉴얼에서 정의된 재난 상황 범위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풍수해"인 

경우, "태풍", "호우", "대설"로, "인적사고"인 경우 원인에 의한 분류로 "사업장 작업과 관련된 물리적 폭발", "건설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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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대형 붕괴사고",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화학적 인자에 노출된 급성 중독사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뭄"인 

경우, 피해 결과로 "생·농·공업용수의 부족", "농작물의 피해", "하천유지유량의 감소", 그리고 "지하수 및 토양수분 고갈"로 

표준 매뉴얼에서 분류하고 있다.

Table 2. Disaster situation cases of the 3 disaster field manuals

field manual
 disaster situation

type cases

damage from storm and flood classes

- storm

- flood

- heavy snow

human accidents in workplace cause 

- physical explosion

- collapse in the construction sites

- suffocation accident

- poisonous accident caused from chemical factors

drought damage

- water shortage for industrial use

- damage of the agriculture crops

- underground water reduction

재난대응 프로세스 분석 

Fig. 1은 풍수해 매뉴얼의 재난 대응 프로세스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에 기술된 번호는 Table 1에서 언급한 SOP 그

룹 번호와 그 하위 번호(Table 1에서는 표시하지 않음)를 나타내며, 표준 SOP 리스트에서 해당 각 단계별로 필요한 SOP를 

제시하고 있다.

Fig. 1. Sample Disaster Response Process 

그러나 본 재난 대응 프로세스는 풍수해 매뉴얼에 언급된 "태풍", "호우", "대설" 상황을 구별 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사용

하게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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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정보 분석

Fig. 2는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재난 대응 프로세스에 기술된 "재난안전상황실 가동"이라는 임무에 대한 세부 내

용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Lee, 2017b).

- 재난대응 단계 : 초기대응

- 코드번호 : 6-5

- 조치 목록(임무 그룹명) : 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

- 조치 내용(임무명) : 재난안전상황실 가동

-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 지원부서 :

- 협업기관 :

- 임무 내용 :

Fig. 2. Sample SOP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례 분석 

Fig. 3은 2017년 송파구청의 훈련 시나리오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SongPa District, 2017).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재난

대응 프로세스보다 좀 더 세분화되어 있지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있는 임무와 본 시나리오의 임무의 사이에 연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즉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과 훈련시나리오 개발 사이에는 물리적 구조의 연계성이 없는 상태이며, 

그 뜻은 훈련 시나리오가 매뉴얼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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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enario of SongPa District for Safety Korea Exercise in 2017

상황 기반 재난 대응 모델 개발 

상황기반 재난 대응 모델

상황 기반 재난 대응 모델은 Fig. 4와 같다(Lee, 2018). 여기서 재난유형은 "풍수해"를, 상황은, "태풍", "호우", "대설"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며, 각 상황에 대하여 재난 대응 단계별로 임무(SOP)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곳이다. 

동일한 재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 상황 대응 프로세스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구조를 임무에 따라 분류하면 

Table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ig. 4. Situation Response Proc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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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P list in the damage of storm and flood field manual

situation types common SOP partially duplicated SOP individual SOP

storm SOP01, SOP03,

SOP10, SOP21, SOP27,

SOP31, SOP32

SOP05, SOP15 SOP11, SOP34

flood SOP04, SOP13, SOP23, SOP37

heavy snow SOP05, SOP15 SOP12

임무 모델 

재난 상황 정보를 포함하는 임무 모델을 Table 4처럼 개발하였다. Table 4에 기술된 임무 모델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무 구조 정보 : 재난유형, 세부재난유형, 상황명/상황ID, 임무그룹명, 임무명/임무-ID, 재난 대응 단계

- 임무 수행자 정보 : 비상조직, 주관부서, 지원부서

- 임무 수행 관련 정보 : 전 임무, 다음 임무, 수행 예상 시간

- 임무 협업 정보 : 협업 기관

- 임무 행정 정보 : 재난관리자원, 보고서식, 최종 수정일

- 임무 내용 : 활동 내용

Table 4. SOP details

재난유형 자연재난(ND) 세부재난유형 풍수해(ND-2)

상황명 태풍, 호우 상황번호 1, 2

임무그룹명 시설응급복구(16) 임무명 응급복구지원요청(2)

임무ID 16-2 최종수정일 2019-09-09

전 임무 16-1 다음 임무 16-4

비상조직 시설응급복구(4) 주관부서 도시과

협업기관 육군7296부대, 자율방재단 지원부서 민원봉사과

재난대응단계 1, 3 보고서식 응급복구지원요청서

재난관리자원 비상물품 수행예상시간 120분

활동 내용

1.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

  ･현장에 필요한 자원을 실시간 파악하여 재난수습활동에 필요한 자원 부족 시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시스

템을 통해 응원 요청, 신속한 자원 지원

2. 인근지자체 및 중앙기관 응원요청

  ･관할구역 내 시군구가 보유한 자원 소진․부족 시 인근 시군구에 응원요청

  ･중앙대책본부는 중앙부처 및 광역단체 간 자원 응원․조정, 시도는 시군구간 자원 응원･조정

  ･자치단체 간 응원체결, 수방자재・소방장비・민방위자원 지원협조체계, 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열관리협

회 등 MOU 체결 등 적극 활용

본 모델에서 중요한 사항은 상황과 관련된 "상황명", "상황 번호"이며, SOP의 계층적 표현에서 상황 정보가 추가된 구조

를 가진다. 예를 들어 SOP 16-2(임무ID) 임무는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로 표현되며, 상황명 부분이 추가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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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유형 : 자연재난(ND)

            세부재난유형 : 풍수해(ND-2)

                    상황명 : 태풍(1),  호우(2)

                           임무그룹 : 시설응급복구(16)

                                  임무 : 응급복구지원요청(2)

훈련 시나리오 모델 

안전한국 훈련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 시간전개 : 훈련 시간이 1시간이면 재난 대응 과정을 1시간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핵심 임무만 점검한다.

  - 복합적 : 지진 후 화재, 폭설 후 붕괴 등과 같이 복합적 재난을 주로 취급한다.

  - 협업적 : 매뉴얼의 행정적 대응 보다는 유관기관의 직접적 재난 대응을 포함한 협업 기능에 중점을 둔다.

훈련 시나리오 모델인 Fig. 5는 재난 대응 모델인 Fig. 4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Fig. 4의 모델을 조금 더 세밀한 시

간으로 나눈 것이며, 2개 이상의 재난 상황이 연계되어 있는 형태이다. Fig. 5은 풍수해의 폭설 상황에서 비상대응 단계에서 

수행 임무와 건축물 붕괴 재난의 붕괴 상황에서 재난 대응 임무가 상호 연계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Fig. 5처럼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하면, 훈련 종료 후 시나리오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피드백되어 매뉴얼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있

는 것이다.

Fig. 5. Scenario Model sample of Safety Korea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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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해당 재난 유형에 대한 종합적 매뉴얼로 해당 재난의 모든 재난 상황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

나 실제 발생하는 재난은 재난 유형 단위(예를 들어 "풍수해")가 아니라, 재난 상황 단위(예를 들어 "태풍", "홍수", "대설")로 

발생하고 있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재난 대응 프로세스는 모든 재난 상황을 포괄하는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

정 재난 상황에 대하여 재난 대응 프로세스에서 정의된 특정 임무가 수행해야하는 임무인지, 수행할 필요가 없는 임무인지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정의된 재난 대응 프로세스는 재난 상황별로 재 구성되어야 효

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매년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한국 훈련인 경우에 재난 상황별로 재난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는데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매뉴얼과 맞지 않아서(매뉴얼은 재난 유형별로,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상황별로 개발) 개발된 시나

리오가 훈련 종료 후 매뉴얼에 피드백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즉 현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정의한 재난 대응 

프로세스를 재난 상황별 대응 프로세스를 모델로 재 구성하는 것이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임무 모델을 정의하는 것이다. 또

한 검증과 보완의 과정으로, 재난 상황에 따른 안전한국훈련 시나리오를 수행하면서 발생된 문제나 보완 사항이 매뉴얼에 바

로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매뉴얼의 재난 대응 단위와 훈련의 재난 대응 단위가 일치하게 함으로써, 상호 연계되고 보완되는 재난 대응 체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며, 이를 반영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매뉴얼의 개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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