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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서울시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1) 미비로 도시의 대형․복합재난에 대

한 예방대책 미흡

－서울시에서는 매년 6만2천명의 사상자(170명/일)와 346억원의 재산

피해 발생

∙개별법령을근거로자연재난은물관리국, 도시교통본부등에서, 인적재

난은소방재난본부, 도시교통본부, 행정국방재기획과등에서관련업무수행

◦현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의 재난관리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

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에 재난안전실(2008.2)을 신설하여 소방방재

청과 국가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적극 추진

－2008년 4월부터 행정안전부는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기

획단｣을 구성하여 국가의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대책 수립

∙4년(2009~2012)동안 3대 분야 52개 개선과제에 2,200억원 투자계

획(행정안전부, 2008.12, <부록 1>)

◦2008년 서울시도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의 ‘방재기

획과’를 행정국으로 이관하였으나, 서울시 재난관리 총괄부서로서의

기능 미비

1)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는 단일기관(조직)에서 집권적 재난업무 처리방식이 아니며, 기관별
(조직별) 재난관리업무를 총괄부서에서 기획․조정․관리․통합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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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재난관리는 행정국 방재기획과, 비상기획관, 소방재난

본부 및 각 주관부서(재난유형별 담당부서)로 분산되어 각각 방재, 

민방위, 소방(재난대응 등),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서울시의 체계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의 분산적

재난관리체계를 재검토하여 좀 더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

하여야 할 것임.

2) 연구목적

◦도시재난 예방과 감소를 위한 서울시의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 개선

방안 수립

<그림 1> 최근 서울시 주요 인적재난 발생 사례(화재 및 도로교통사고)

2. 주요 연구내용

목표 주요 내용

∙국내․외 재난관리체계 
현황분석

∙서울 및 지방광역자치단체 재난관리조직 실태 및 문제점
∙국외(미국, 일본) 재난관리체계 현황 및 시사점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통합관리체계 구축

－서울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확립
  ․ 서울시 재난관리 조직 및 관련 제도 정비
  ․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확립
  ․ 서울시 재난정보 통합DB 구축

∙협력적 체계 구축
－재난발생 시 수습기구(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지휘(긴

급구조통제단) 체계 강화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학습조직 구축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통합대응매뉴얼 작성
－방재인력의 전문화 및 교육ㆍ훈련

<표 1> 목표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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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의  최근 10년간(1998~2007) 재난발생 현황 및 특징

◦연평균 6만2천명(170명/일)의 사상자와 346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자연재난

∙연평균 인명피해 33명(사망․부상), 재산피해 103억원 발생

∙대부분이 풍수해 피해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지역적 집중호

우로 인한 침수피해 반복

－인적재난

∙연평균 인명피해 61,931명(사망․부상), 재산피해 243억원 발생

∙매년 비슷한 수준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자동차교통사고및화재가

전체의 99%를차지하고, 지하철․전기사고, 폭발, 붕괴, 공사장사고

등은 불규칙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1~2%)

<그림 2> 최근 10년간(1998~2007년) 서울시 재난발생 현황 및 추이

유형 구분 계 연평균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발생건수 548,178 54,818 90,982 58,111 61,067 52,882 54,538 51,553 44,488 43,988 44,177 46,392

인명피해 619,546 61,955 59,026 70,591 75,761 65,150 56,968 59,768 57,903 58,422 57,399 58,558

재산피해 346,837 34,684 90,641 45,974 45,409 63,737 23,343 14,593 11,731 13,074 15,262 23,073

자연
재난
(풍수해)

발생건수 57,649 5,765 41,062 902 217 2 8,890 5,578 93 69 760 76

인명피해 232 33 75 3 5 146 - 1 1 1 - -

재산피해 103,365 10,337 51,441 10,810 939 24,878 7,513 1,814 40 126 5,804 -

인적
재난

발생건수 490,529 49,053 49,920 57,209 60,850 52,880 45,648 45,975 44,395 43,919 43,417 46,316

인명피해 619,314 61,931 58,951 70,588 75,756 65,004 56,968 59,767 57,902 58,421 57,399 58,558

재산피해 243,472 24,347 39,200 35,164 44,470 38,859 15,830 12,779 11,691 12,948 9,458 23,073 

참고 : ｢1999~2008 재난사례집｣, 서울특별시, 1999~2008.

<표 2> 최근 10년간(1998~2007) 서울시 재난발생 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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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재난 발생의 특징

발생 원인 도시재난 발생의 특징

∙ 재난유형의 다양화ㆍ대
형화ㆍ복잡화

∙ 이상기온 및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난 증가
∙ 건축물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형재난 발생 위험
 －건축물의 다양화, 지하심층화, 초고층화, 밀집화, 노후화 등
∙ 테러위협 확대

∙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에 따른 생활위험 증가

∙ 일상적 사고 및 새로운 생활위험 요인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미흡
 －신에너지, 신소재, 신제품 사용증가 등 생활양태 변화

∙ 건축기술 혁신 및 도시환
경 변화에 따른 잠재 위
험성 증가

∙ 도시계획 단계부터 안전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미비
 －각종 재난에 자동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최첨단 건축기술 개발
 －도시기능이 하나로 연결되는 U-City 등 최첨단 도시유형 등장

참고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재설계 방안”, 이원희, 2008.2.

2)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국가 재난관리체계

◦상설조직인 행정안전부(2008년2월 재난안전실 신설)와 소방방재청

(2004.6.1)은 국가의 종합적인 재난관리업무 수행

－2004년 3월 11일에는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구분되어 있던 기존

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

로 통합‧제정

구분  재난관련 조직 주요 업무 내용

행정안전부
(2008.2)

∙재난안전실(1실 2관 6과)
 －재난위기종합상황실, 재난안전관리관(3

과), 비상대비기획관(3과)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ㆍ민방위ㆍ재난
관리제도 사무2)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소방방재청
(2004.6)

∙1관 3국 21과 3소속기관
 －기획조정관, 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

관리국
   ․ 소속기관 :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

연구원, 중앙119구조대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3)

<표 3>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련 조직 및 주요 업무 내용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729호, 2009.9.15 일부 개정) 제3조(직무)
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71호, 2009.9.3 일부 개정) 제3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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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에는 재난대응ㆍ수습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ㆍ구

조기구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구성되어 운영

구분 기구명 주요수행업무

계획ㆍ심의기구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

∙국가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지방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 중요정책 심의, 총괄, 조정
∙국가안전관리 업무를 협의, 조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 심의

 조정위원회 ∙안전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협의, 조정

수습기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ㆍ인적재난발생 시 응급대책 및 수습총괄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 발생 시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수행

긴급구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역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대책의 총괄, 조정
∙긴급구조기관 간의 역할분담
∙긴급구조활동의 지휘, 통제

참고 : ｢2008 재난연감｣, 소방방재청, 2009.

<표 4> 재난관련기구의 분류 및 주요 수행업무

구분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

통합적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국가재난관리 전담부서인 소방방재청의 ‘청’ 단위 
조직으로는 총괄적 역할 한계로 국가 통합적 재난
관리체계 구축 미비

∙행정안전부 기능은 소방방재청의 
집행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

∙소방방재청은 집행기능 강조

조직체계의 
문제점

∙소방방재청은 소방, 인적ㆍ자연재난 등 재난유형
별로 분산 관리체계

∙위기의사결정시스템의 복잡ㆍ다계층화, 책임한
계 불명확

∙소방방재청은 재난의 유형에 관계
없이 예방ㆍ대응ㆍ복구 등 재난의 
프로세스별 통합관리체계 구축

현장대응 문제점

∙다원화된 현장지휘체계로 효율적 대응 곤란
∙주요 문화재, 국가시설에 대한 화재 등 재난대응
매뉴얼 미흡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 대비ㆍ대응강화를 위한 
정책추진 소홀(국단위 체계)

∙대형사고 시 소방력 긴급투입 및 현
장지휘권 확립 시스템 강화

 －현장통제관으로서 유관기관 동
원 및 지휘를 위한 적정 권한부여 
한계

인사운영의 
문제점

∙신분의 이질성에 따른 내부갈등 심화(일반직(행
정, 기술직)과 소방직)

 －직렬 간 경쟁 및 갈등관계 형성으로 상호 불신 형성
 －방재(재난)직렬의 부재
∙소방방재청의 실질적 전문분야인 소방 및 기술분
야는 상대적으로 위축

 －개청 이후 소방직 18명 증가, 일반직(기술직 포
함) 57명 증가주1)

∙소방방재청이 새롭게 설계될 경우, 
소방공무원의 단위조직으로 개편

∙일반공무원의 방재직렬 신설

참고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재설계 방안”, 이원희, 2008.2.
 주1 : ｢2009년도 소방방재 주요통계 및 자료｣, 소방방재청, 2009.

<표 5>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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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문제점 및 추진방향

① 현 재난관리체계

◦분산관리체계

－행정국 방재기획과,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및 각 주관부서(재난

유형별 담당부서)로 분산되어 각각 방재, 민방위, 소방(재난대응 등),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

∙직렬 간의 갈등 등 중앙정부와 비슷한 문제점 발생으로 2004년 이

전의 재난관리체계로 회귀한 상태

구분 국ㆍ본부 과ㆍ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 업무

방재/
재난관리

행정국 ∙방재기획과(4팀 20명) ∙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 복구대책 수립ㆍ조정

소방 및  
구조ㆍ구급

소방재난본부

∙4과, 1감사반, 1특수구조
대, 1종합방재센터, 22소
방서, 1청와대소방대, 1
항공대(5,489명)

∙소방행정, 화재의 예방ㆍ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유지,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민방위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8팀 45명) ∙비상계획ㆍ민방위사무

주관부서
(재난유형별 
담당부서)

물관리국, 
푸른도시국, 

도시교통본부 등

∙하천관리과, 자연생태과, 
도로관리담당관 등

∙풍수해, 산림관리(산불), 제설 등

<표 6> 서울시 재난관리체계(2009.12)

<그림 3> 서울시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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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제점 및 추진방향

◦재난관리 조직의 분산체계, 재난관리 전담요원 및 전문성 부족, 재난

관리 통합DB 부재, 현장지휘 협력체계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

타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발생 시 수

습ㆍ긴급구조 기구의 협력적 체계 강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통합

대응매뉴얼 작성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구분 주요 문제점 추진방향

조직체계의 
문제점

∙재난관리조직의 분산체계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미비
 －방재(자연재난), 인적재난, 소방, 민방위, 안전관리 등이 각각 

분산 관리되고 있으며, 재난 대응 및 구조ㆍ구급은 소방재난
본부(소방서)에서 전담

 －직렬(일반직 및 소방직) 간의 갈등 심화로 2004년 이전의 
재난관리체계로 회귀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기능 미비
 －재난 업무ㆍ사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협의ㆍ심의 기능부재
ㆍ풍수해, 산림관리(산불), 제설, 재난대응 등 재난유형별로 담

당부서(주관부서)에서 관리

∙통합 재난관리체계 구
축(부분 통합관리체계)

제도 및 관리의
문제점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
의 수립지침 부재

∙재난관리 통합DB 및 정보시스템 부재
 －대형ㆍ복합적인 도시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방

안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 통합DB, 종합분석시스템 부재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재난관리 통합DB 구축 

인사운영의 
문제점

∙재난관리 전담요원 및 전문성 부족
 －현재(2009) 소방을 제외한 방재기획과 인력은 단 20명임.
  ․재난관리 담당부서로서의 전문성 미비
∙재난(방재)직렬의 부재
 －방재직렬 부재로 잦은 인사이동 및 우수인력확보 어려움. 
∙현장 소방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 소방공무원 부족
 －도시 대형사고에 대한 대응, 구조ㆍ구급체계 개선

∙재난유형별 전문 인력 
및 안전점검 현장조사
팀 확보

∙전문 소방공무원 확대

협력체계의 
문제점

∙재난발생 시 현장 지휘 및 대응 체계 분산(다원화된 현장지휘
체계로 효율적 대응 곤란)

 －개별법령에서 재난유형에 따라 책임기관을 다르게 규정하
고 있으므로,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체계 혼란 및 지휘권
의 약화 초래

∙재난유형별 담당부서(주관부서)간 및 재난관리 총괄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미흡

∙대형사고 시 소방력 긴
급 투입 및 소방재난본
부장의 현장지휘권 강
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장은 소방정감(1급)으
로 상향 조정(2009. 
9.25)

<표 7> 서울시 재난관리체계의 주요 문제점 및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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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 기본 방향
∙대규모 및 잠재적 재난 예방ㆍ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적, 협력적, 학습적
재난관리체계의 구축
－재난관리 기능(단계)별 관리 강조
ㆍ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관리체계 유지 및 가외성 확보
ㆍ전문적 대비ㆍ대응체계 구축(소방기술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

◈ 주요 추진사항
구분 주요 추진사항

통합관리체계 
구축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기능 확립을 위한 조직 재정비(부분 통합관리체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확립
∙서울시 재난관리 통합DB 구축

협력적 체계 
구축

∙대규모 재난에 신속한 대응를 위한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일원화
∙재난발생 시(화재, 산불 등) 현장지휘 및 대응체계 개선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학습조직
구축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통합대응매뉴얼 작성
∙방재인력 전문화 및 교육ㆍ훈련 강화

<그림 4> 서울시의 새로운 재난관리체계(안)

(1) 통합관리체계 구축(부분 통합관리체계)

① 목표 및 주요 추진사항

◈ 목표 :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부분 통합관리체계)
∙재난관리 총괄부서는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관리 기능(예방, 대비, 대
응, 복구)별로 조직 및 업무 기능 개선

∙재난유형별 담당부서(주관부서)는 각 부서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는 수
평적 자율성을 인정하며, 재난관리 총괄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소방재난본부는 현 조직 내에서 전문분야인 소방기술, 재난 대비ㆍ대응 및 일
상적 사고의 집행 관리 기능 등을 위한 분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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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사항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재정비(부분 통
합관리체계의 조직 설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확립
∙서울시 재난관리 통합DB 구축

②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재정비(설계)

◦추진방향

－현 행정국은 비상기획관을 통합하여 행정안전본부(혹은 행정안전국

(안))로 전환하고, 서울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역할 부여

∙행정안전본부는 재난의 예방‧복구, 안전관리, 민방위 등의 업무를

관장

∙소방재난본부는 현 조직을 유지하되, 소방, 재난 대비‧대응(긴급

구조‧구급) 전문부서 체계로 강화

◈ 2004년 소방방재본부(현 소방재난본부) 형태의 소방, 방재, 민방위 업무 등
의 완전 통합체계는 실패

∙직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 조직의 특성을 발전적으로 융합ㆍ조정할
수 있는 부분 통합방식이 적합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조직 설계

－총괄부서를 행정안전본부(1안, 2안), 혹은 행정안전국(3안)으로 전

환하는 3개의 대안 제시

∙1안은 행정안전본부를 행정인력기획관, 재난안전기획관, 비상기

획관으로 구분하며, 2안은 행정인력기획관과 재난안전기획관이

통합된 행정재난안전기획관 체제

∙3안은 행정안전국내 재난관리 실행부서 1과 신설(재난안전대책

과)과 1관 폐쇄(비상기획관을 비상기획과로 전환)를 통해 국단위

체제로 조직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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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직(안) 장점 단점 비고

1안
∙1본부, 3기획관, 8담당관
∙소방재난본부 현 조직 유지 

∙행정안전본부에 의한 통합 재난관리체계 확립
 －방재, 안전관리, 민방위 업무의 통합
∙소방재난본부의 전문성 확보

∙2기획관 신설에 의한 
조직 확대

※가장 합리
적 대안

2안
∙1본부, 2기획관, 8담당관
∙소방재난본부 현 조직 유지 

∙행정안전본부에 의한 통합 재난관리체계 확립
∙소방재난본부의 전문성 확보

∙1기획관 신설
∙행정 및 재난관리 업무 
구분 불명확

3안
∙1국, 8과
∙소방재난본부 현 조직 유지 

∙행정안전국의 조직 최소화
∙소방재난본부의 전문성 확보

∙비상기획관 폐쇄
∙행정안전국의 업무 
비대

<표 8> 서울시 재난관리 총괄부서 조직 설계(안)의 장ㆍ단점 비교

1안

2안

3안

참고 : 재난안전정책담당관(혹은 재난안전정책과)과 재난안전대책담당관(혹은 재난안전대책과)의 
하부조직은 <표 9>를 참조하여 추후 설계하여야 함.

<그림 5> 서울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조직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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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기획관 주요 업무

행정
안전
본부

∙기존업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2조)
 1.청사운영ㆍ시설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2.인사, 후생복지, 인력개발, 직무분석 및 공무원평가에 관

한 사항
 3.자치구 행정ㆍ재정 지원 등 자치구업무에 관한 사항
 4.민간협력ㆍ자원봉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안전관리계획 및 재난예방 복구대책 수립ㆍ조정

∙신규업무(안)
 6.재난및안전관리 관련 법ㆍ제도 운영 및 정비
 7.재난및안전관리사업 감리
 8.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업무
 9.통합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지진 재난관리
1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보호구역 개선
12.승강기 안전관리, 자전거 안전사고 및 도

로교통 개선사업
13.안전문화 및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기
획
관

행정
인력

기획관

∙총무담당관(구 총무과)
∙인사담당관(구 인사과)
∙인력개발담당관(구 인력개발과)
∙행정담당관(구 행정과)

∙현 조직의 업무와 동일(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재난
안전

기획관

∙재난안전정책담당관
 (구 방재기획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업무
∙위기관리매뉴얼에 관한 업무
∙재난및안전관리 관련 법ㆍ제도 운
영 및 정비

∙재난및안전관리사업 감리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 운영
∙재난안전 교육ㆍ훈련ㆍ홍보에 관한 사항
∙안전문화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재난관리기금의 심의 및 관리

∙재난안전대책담당관
(신설)

∙재난예방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자
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

∙가뭄, 폭염, 지진 등 자연재난관리
∙지역 재난예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
축ㆍ운영(통합 재난관리정보시스템)

∙특정관리대상시설 운영관리 총괄
∙재난위험시설 해소 대책
∙국가기반시설 관리
∙재난위험도 및 재난지도 작성

∙재난지표 개발 및 관리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업무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수립ㆍ홍보
∙안전사회조성 종합계획 수립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증진 정책∙자전거 안전사고 및 안전시설 개선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재난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통계관리 및 사례집 발간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구 특별사법경찰지원과) ∙현 조직의 업무와 동일

비상
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현 조직의 업무와 동일

참고 : 위 내용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행정국 방재기획과 업무 등을 기본으로 작
성되었으며, 추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조정될 수 있음.

<표 9> 서울시 재난관리 총괄부서(행정안전본부(안))의 통합 재난관리를 위한 주요 업무

③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 수립 및 관리 체

계 확립

◦｢서울특별시안전관리계획의세부수립및관리체계확립을위한조례｣4) 

제정(안)(부록 4) 

4)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2007.11.1)｣을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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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별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은 각 주관부서(재난유형별 담당

부서)에서 수립하며, 총괄부서는 조례(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

관부서에서 작성된 계획서를 검토ㆍ조정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안

전관리계획’을 수립함5).

∙예산 투입 사업은 총괄부서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후 통보하면 각

주관부서에서 발주 및 계약하며, 2억원 이상(안) 투입되는 사업들

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감리 수행

<그림 6>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절차(부록 4)

④ 서울시 재난관리 통합DB 구축방안

◦목표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한 다양한 재난정보의 종합DB 및분석 시스템

구축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2009.7.30)｣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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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 예상지역을 탐지하고, 주거환경 및 시설물 개선 등 재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통합DB 구축의 기본방향

∙공간정보 기반(GIS 등)의 개방형 구조로 다른 관련 DB와 연계ㆍ

융합이 가능한 종합적 재난관리 DB 구축

◦재난관리 통합DB 구축 범위

－3종류의 대분류 체계(재난발생현황정보, 도시구성요소정보, 재난관

리사업 및 평가정보)로 구성(부록 6)

∙재난발생현황정보는 재난유형별로, 도시구성요소정보는 서울시에

서 이미 구축된 GIS 공간정보를, 재난관리사업 및 평가정보는 ‘서

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을 기반으로 체계화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재난발생
현황정보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

∙재난유형별 발생정보
 －상세피해정보 포

함
 －인적재난은 국가

재난정보센터의 
10가지 안전사고 
유형 포함

인적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자동차, 철도, 지하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가스, 산불사고, 전기사고, 대형공사장, 지하철공사
장사고, 농기계, 물놀이, 폭염, 어린이, 기계, 승강기, 
산악, 추락 등

국가기반재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전염병확산 등

도시구성
요소정보

자연환경
∙기상ㆍ기후, 지형ㆍ지반정보, 하천
∙생태, 산림, 토양, 토지이용, 대기
∙영상정보 ∙서울시에서 이미 

구축된 GIS 공간정
보를 기본으로 함.

시설물
∙건축물, 도로ㆍ교통시설, 도시가스, 전기, 정보ㆍ통
신, 상ㆍ하수도, 공동구 등

∙소방시설, 위험물시설

인문ㆍ사회
∙인구, 주소, 행정구역, 지적, 토지
∙도시계획, 부동산, 산업

재난관리
사업 및
평가정보

시청 ∙재난예방ㆍ대응ㆍ복구사업 ∙‘서울특별시 안전관
리계획’ 및 ‘서울서
베이’ 참조

구청 ∙재난관리평가

시민안전의식조사 ∙재난안전, 사회안전, 교통안전, 시민대응능력 등

참고 : ｢도시재난 감소를 위한 재난위험도평가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표 10> 서울시 재난관리 통합DB 구축을 위한 기본정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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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적 체계 구축

◈ 주요 추진 사항
∙대규모재난에 신속한대응을위한 ‘중앙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의 일원화
∙재난발생 시(화재, 산불 등) 현장지휘 및 대응체계 개선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① 대규모 재난6)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의 일원화

◦현황 및 문제점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의 이원화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하부조직 간의 업무 중복, 업무

처리 지연 등 구조적 문제점 발생

∙행정안전부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이나, 차장은 행정안전부 제2차관(사회적재난(국가기반재난))과

소방방재청장(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으로 이원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은 시장이나, 차장은 행정

제1부시장(사회적재난(국가기반재난))과 행정제2부시장(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으로 이원화

◦개선방안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행정안전부
로 일원화 추진(｢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에게 총괄ㆍ조정기능을 부여(안)하고, 실제 수습은 재난별로
행정제1부시장(사회적재난)과 행정제2부시장(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이 분담(｢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ㆍ운영조례｣ 제18조 개정)

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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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난(화재, 산불 등)발생 시 현장지휘 및 대응체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다원화된 현장지휘체계로 효율적 대응 곤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소방방재청장(중앙) 및 소방본부장(지

역)이 중앙 및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재난현장에서 지휘ㆍ

통제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법령에서 재난유

형에 따라 책임기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현장에

서의 통합지휘체계 혼란 및 지휘권 약화를 초래

◦개선방안

∙소방방재청장(중앙) 및 지역의 소방본부장(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현장통
제관으로서 유관기관 동원ㆍ지휘를 위한 적정 권한 부여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 조정
ㆍ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은 소방감(2급)에서 소방정감(1급)으로 상향
조정됨(2009.9.25).

∙기타 관련법령(｢산림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의 현장지휘체계에 대
한 사항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체계로 일괄ㆍ통일하여 현장지휘체계의 일
원화 추진

③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문제점

－대규모 재난발생 시 공공부분의 역할만으로는 신속한 해결 불가능

∙재난의대형ㆍ복합화로인하여재난대응체계가지자체관할범위를 

벗어나고있으며, 전문기관과의유기적공조협력체계에한계성노출

◦개선방안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및 현장과의 소통문제를 통솔ㆍ지휘할 통합지휘본부 설치
∙군부대, 경찰, 관련 민간단체들과의 공조ㆍ협력체계 강화
－비상시 관련 조직들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원활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본부장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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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조직 구축

◈ 주요 추진 사항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통합대응매뉴얼 작성
∙방재인력 전문화 및 교육ㆍ훈련 강화

①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통합대응매뉴얼 작성

◦서울시 현황 및 문제점

－2007년 11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을 근거

로 서울시 소관분야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44

개 ‘위기대응실무매뉴얼’ 등 필요한 세부지침 작성(부록 7)

－문제점

∙현재, 서울시에서작성된매뉴얼들은재난관리주관부서에서담당하고

있는 각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므로, 부서별 연계성 및 종합성 부족

∙일부 위기관리매뉴얼의 비현실성, 추상성 및 비전문성 때문에 현

장 적용에어려움이있으며, 위기관리에 대한법적 근거 매우 취약

◦개선방안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통합대응매뉴얼 작성 및 정기적인 반복 훈련을 통
한 위기대응능력 확보
－현실적인 통합대응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정기적 반복 훈련을 통
해 서울시의 대응능력 향상

∙매뉴얼 작성의 법적 근거 마련
－대통령 훈령은 법령체계 구조상 하위규정이기 때문에, ｢국가위기관리 기본법

(안)｣ 제정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의 일부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필요

◦대규모 재난 통합대응매뉴얼 작성사례7)

－대규모 지진 발생 시나리오 및 피해예상

7) ｢서울시대규모재난관리를위한기본추진전략수립방안(II)(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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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시나리오
－서울시 송파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남한산성 부근에서 진도

(MMI) 9(지진 규모 : 7)의 대규모 지진 발생
∙피해예상 규모
－27만명의 인명피해(사망ㆍ부상)와 69만명의 이재민이 발생
ㆍ주택 21만호 붕괴 및 균열, 도로, 지하철, 통신,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파괴로 도시기능 마비

－대규모 재난에 대한 수습분야별 대응방안 수립

∙서울시 재난대응조직에서 수행하여야 할 주요 수습분야는 미국의

연방대응계획(FRP)8)을 참고하여 9개 분야로 재편성하고, 분야별

로 실무반(6개반, 1대) 구성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함.

재난대응조직 실무반 수습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6개반)

상황총괄반 및 홍보반 ①통신 및 정보

구호반 ②피난 및 피난소, ③물자지원, ④보건 및 의료, ⑤에너지

복구반 ⑥공공시설 및 건설

교통대책반 ⑦교통

지원통제반

긴급구조통제단(1대) 현장지휘대 ⑧수색 및 구조, ⑨소방

<표 11> 서울시 재난대응조직의 실무반별 수습분야

8) 미국의 연방대응계획(FRP, Federal Response Plan)은 기본계획과 부속계획(비상지원기능, 
복구기능, 지원, 긴급)으로 구성되며, 부속계획 중 비상지원기능(ESF, Emergency Support 
Function)은 교통, 통신, 토목 및 엔지니어링, 소방, 정보 및 계획 등 12개 기능으로 분류

참고 : ｢2008년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2007.12)｣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그림 7> 서울특별시 지진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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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조직

실무반 반장 수습분야 대응방안

관련기관

서울시 담당부서
공통

유관기관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상황
총괄반

및
홍보반

정책
기획관
(홍보반
장 : 대
변인)

①통신및 
정보

∙주요 통신수단(재난대응조직 등)의 확보∙지진정보의 수집ㆍ전파∙KT수도권강북본부의 통신지원체계 구축∙재난방송 지원(KBS)∙대시민 홍보

∙경영기획실∙119종합상황실∙민방위경보상황실∙응급의료정보센터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자치구 재난안
전대책본부∙119종합상황
실∙행정국 방재기
획과∙소방재난본부∙소방서∙소방파출소∙비상기획관

∙서울시 지방경
찰청∙경찰서∙자원봉사단체

∙KT 등 기간통신망 사업자∙한국방송공사 및 교통방송

구호반
복지
국장

②피난및 
피난소

∙피난 이재민(69만명) 구호활동 체계 구축∙피난소(600여개소)로 이재민 이동∙피난소 구호물품 지급∙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지급

∙복지국

∙응급의료기관∙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수도방위사령부 산하 군부대∙제조업체 및 민간유통업체

③물자지
원( 물, 
식량)

∙급수대책
 －예상 소요 급수량 : 약 912천톤
 －비상급수대책
 ㆍ구의ㆍ뚝도 정수사업소의 생산량 및 비

상급수시설, 음용수 지하수 활용
∙식량공급대책(69만명 20일분)
 －예상 소요 식량 : 양곡 약 5,878톤

 －식량공급대책
 ㆍ양곡 : 정부 및 서울시 비축 양곡 공급
 ㆍ비상대체식량 : 대량생산업체 지원

∙급수
 －상수도사업본부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복
지국과 협조 및 지원∙식량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
담당관 등은 복지국 지원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군부대∙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정부 양곡보관시설 관리기관∙대체식품 대량생산업체

구호반
복지
국장

④보건및
의료

∙응급의료대책(인명피해 27만명)
 －이재민 피난소에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부상자 후송ㆍ관리, 의약품ㆍ의료기자재 공급
∙재난지역, 이재민 및 피난소 방역대책
∙재난지역 및 피난소 청소대책

∙복지국

∙119구급대, 의료정보센터∙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보건소

⑤에너지

∙긴급전력 공급 및 관련설비 복구체계 확립
∙가스공급 폐쇄 및 비상공급
∙기타 필수 에너지 공급(LPG, 부탄가스, 석
유, 석탄)

∙경쟁력강화본부 산업지
원담당관, 생활경제담당
관,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는 복지국과 협조 및 지원

∙도시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부탄가스/석유 공급업체∙대한석탄공사

복구반
시설안
전국장

⑥공공시
설및건
설

∙도로시설의 응급복구 및 교통통제
∙철도 및 지하철의 운행 조정 및 복구 실시
∙하천 및 내수배제시설(하수도 등)의 응급복
구 실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내 대형공사 시공사 
및 엔지니어링 업체∙수도권지역의 건설업체∙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교통
대책반

교통
기획관

⑦교통

∙운송원칙 설정 및 이동경로 확보
∙교통 통제
∙대체운송수단 확보(자동차, 선박, 항공 등)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본부 설치 요청

∙도시교통본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교통방송∙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지원
통제반

행정
국장

∙본부운영 집행 등 예산편성 및 회계ㆍ물품운영∙상황실 및 차량 운용ㆍ관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기관 지도ㆍ감
독∙재해관련 제반 예산조치에 관한 사항∙본부 및 관계기관의 통신망 운영∙현장지휘소 등과의 통신망 구성 및 유지∙기타 행정지원사항

∙방재기획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참고 : ｢서울시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한 기본 추진전략 수립 방안(II)(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작성함.

<표 12>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수습분야별 대응방안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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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조직

실무반 반장 수습분야 대응방안
서울시 담당부서

공통
유관기관

긴급
구조

통제단

현장
지휘대

소방재
난본부

장

⑧수색및
구조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설치(잠실올림픽공원)
∙119구조대 투입(현재 가용 인력 및 장비)
∙현장응급처치 및 병원후송(현재 가용 119구
급대 및 구급차)

∙소방응원협정기관 지원 요청(16개 기관)
∙자원봉사자 접수 및 현장 배치(현장지휘소)

∙소방재난본부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자치구 재난안
전대책본부∙119종합상황
실∙행정국 방재기
획과∙소방재난본부∙소방서∙소방파출소∙비상기획관

∙서울시 지방경
찰청∙경찰서∙자원봉사단체

∙긴급구조기관∙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⑨소방
 (화재)

∙소방활동
 －피해지역 인근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출동
 －인근 소방응원협정기관으로부터 지원
 －서울시(자치구) 의용소방대 및 자위소방대 

등의 민간조직 활용
 －중요시설부터 출동우선순위 설정 운용
∙소방용수 확보
 －피해 및 인근지역의 비상소방급수시설 이용
 －단수 시 한강 및 석촌 호수 이용

∙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공사, 도시가스
안전공사∙소방응원협정기관

<표 계속>

① 통신 및 정보 체계 대응방안 ② 피난 및 피난소(이재민 수용방안)

③ 물자지원(급수대책) ⑧ 수색 및 구조 방안

참고 : 위 그림들은 ｢서울시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한 기본 추진전략 수립 방안(II)(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에
서 2004년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지금의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그림 8> 대규모 재난에 대한 주요 수습분야별 대응방안
(①통신 및 정보, ② 피난 및 피난소, ③ 물자지원(급수대책), ⑧수색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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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재인력 전문화 및 교육ㆍ훈련 강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대응계획 수립 및 반복 교육ㆍ훈련을

통한 재난 인력의 숙달과 전문화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연출하여 반복 훈련 실시

◦방재(재난)직렬 제도 신설

－재난관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성과확보를 위한 인

사제도 개선

◦재난의 과학적 예측과 원인분석, 기술적인 예방과 대응, 체계화된 계

획 수립, 선진 방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전문연구활동 강화

－재난유형별 도시재난위험도평가, 재난위험지도 작성, 재난관리 표

준화 등

 
참고 : ｢도시재난 감소를 위한 재난위험도평가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그림 9> 서울시 구청별 주요 시설물 종합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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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건의

1. 대형ㆍ복합 재난에 대한  체계적 예방 및 감소 대책 수립을 위한 서

울시 재난관리체계 개선 시급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기능을 확립하며, 각 조직 간의 특성을 발전적으

로 융합ㆍ조정할 수 있는 부분 통합관리체계 구축

－현 행정국은 비상기획관을 통합하여 행정안전본부(혹은 행정안전국

(안))로 전환하고, 서울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역할 부여

∙소방재난본부는현조직을유지하되, 소방및재난 대비ㆍ대응(긴급

구조ㆍ구급) 등 전문부서 체제로 강화

2.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개선

◦서울시의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들에 대한 협의ㆍ조정ㆍ관리 기능 확보가 필수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안

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필요

∙재난 유형별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은 각 주관부서(재난유형별 담

당부서)에서 수립하며, 총괄부서는 이들에 대한 검토ㆍ조정을 실

시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3. 서울시 재난관리 통합DB의 우선 구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난정보의 종합적

분석과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탐지하고, 주거환경 및 시설물 개선 등 재난예

방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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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일원화

◦행정제1부시장에게 총괄ㆍ조정기능을 부여(안)하고, 실제 수습은 재난

별로 행정제1부시장(사회적재난(국가기반재난))과 행정제2부시장(자

연 및 인적 재난)이 분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하부조직 간의 업무 중복, 업무처리 지연 등

구조적 문제점 해소

5.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통합대응매뉴얼 작성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현실적인 통합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관

련기관 간 정기적인 반복 훈련 실시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재난의 진행방향ㆍ속도, 피해규모 등을 예측

하여, 부분별ㆍ기능별 체계적인 대응방안 수립

∙매뉴얼에 따른 모의훈련 반복 실시로 매뉴얼의 타당성 점검과 현

실성을 확보하고, 실제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 가능

6.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군부대, 경찰, 관련 민간단체들과의 공조ㆍ협력체계 강화

－실제 지자체에서는 이들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권

한이없으므로, 비상시관련조직들의원활한지원이가능한제도적 

장치 마련(｢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본부장의 권한 등))

7. 신속대응을 위한 소방력 강화 및 소방공무원 안전대책 수립 

◦매년 화재진압소방관들의 순직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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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근본적 소방환경 개선 대책 마련 시급9)

－현행 근무환경(2교대) 및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필요

∙서울시 화재사고는 매년 6,241건10)(최근 10년 연평균) 발생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6,698건으로 급격히 증가함. 현재 서울시 소

방재난본부 인력 5,568명(2008.12.31)11)으로는 급증하는 화재에

대한 효과적 진압 및 인명구조가 어려움.

◦신 소방기술과 고품질 소방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소방분야 전문 연구

인력 확보 절실

－첨단 소방기술의 확보로 화재진압소방관 및 시민들의 인명피해 최

소화

∙건축물의 고층화ㆍ복합화로 인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대책 미흡

∙소방기술 향상을 도모하는 지속적ㆍ전문적 연구를 위해서는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 관련기관에 전문 소방연

구인력 확보가 필수

9) 2008년 8월 20일 은평구 대조동 지하 나이트클럽화재로 진압소방관 3명 순직
10) ｢1999~2008 재난사례집｣, 서울특별시, 1999~2008.
11) ｢2009년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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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서울시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1) 미비로 도시의 대형ㆍ복합재난에 대

한 예방대책 미흡

－서울시에서는 최근 10년간(1998~2007) 연평균 6만2천명의 사상자

(170명/일)와 346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현재, 개별 법령을 근거로 자연재난은 물관리국ㆍ도시교통본부 등

에서, 인적재난은 소방재난본부ㆍ도시교통본부ㆍ방재기획과 등에

서 각각의 업무 수행

◦2008년 12월부터 새 정부의 행정안전부(중앙정부)는 국가의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 종합대책｣ 적극 추진

－2004년 이후 참여정부의 재난관리체계(소방방재청 중심)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에 재난안전실을

1)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개념(행정안전부, 2008.11)
   －단일기관(조직)에서 집권적 재난업무 처리방식이 아니며, 기관별(조직별) 재난관리업무

를 총괄부서에서 기획ㆍ조정ㆍ관리ㆍ통합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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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고, 2008년 4월부터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체계 구축 기획

단’을 구성하여 국가의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추진2)

∙4년(2009~2012)동안 총 2,200억원을 투자해 3대 분야 52개 개선과

제 추진(행정안전부, 2008.12, <부록 1>)3)

◦2008년 서울시도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의 ‘방재기

획과’를 행정국으로 이관하였으나, 재난관리 총괄부서로서의 관련 정

책 및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 계획ㆍ심의ㆍ관리 기능 미비

－서울시 재난및안전관리사업의 기획, 투자계획 등은 해당 국(과)별

개별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작성되는데, 일부 사업의 중복투자 발생

∙2008년 서울시 재난ㆍ안전관리를 위한 총예산은 9,870억원(서울

시 전체 예산의 약 5%)

◦재난(사고)위험지역 및 시설물 등의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 통합DB 및

정보시스템 부재

－재난관리 통합체계의 미비는 통합 재난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이

어지고, 이로 인해 매년 후진국적인 대형 재난사고가 반복적 발생

2. 연구목적

◦도시재난 예방과 감소를 위한 서울시의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 개선

방안 수립

2) 2004년 3월 11일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참여정부)
   －소방ㆍ방재ㆍ민방위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구)행정자

치부내에 ‘안전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개청(2004.6.1)
  ㆍ이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서울을 비롯하여 2004년하반기 이후부터, 과(課)단위조직으

로 재난관리 전담(총괄)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3)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 종합대책｣ 3대 분야(행정안전부, 2008.12)
   －①총괄적안전관리 10과제 53억원, ②통합적재난관리 29과제 1,016억원, ③소방역량

강화 13과제 1,1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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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연구내용

목표 주요 연구내용

∙국내외 재난ㆍ안전관리 
현황분석

∙서울 및 지방광역자치단체 재난관리조직 실태 및 문제점 
∙국외(미국, 일본) 재난관리체계 현황 및 시사점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통합관리체계 구축

－서울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확립
  ․ 서울시 재난관리 조직 및 관련 제도 정비
  ․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확립
  ․ 서울시 재난정보 통합DB 구축

∙협력적 체계 구축
－재난발생 시 수습기구(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지휘(긴

급구조통제단) 체계 강화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학습조직 구축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통합대응매뉴얼 작성
－방재인력의 전문화 및 교육ㆍ훈련

<표 1-1> 목표 및 주요 연구내용

<숭례문 화재(2008.2)> <종로구 빌딩 화재(2006.9)>

<자동차 충돌사고(2009.9)> <영등포 고가 입구 교통사고(2009.1)>

<그림 1-1> 최근 서울시 주요 인적재난(화재 및 도로교통사고)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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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점

제1절 전국 및 서울시 재난발생 현황

제2절 국내(서울시ㆍ광역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국외(미국ㆍ일본) 재난관리체계 현황
       및 시사점

제
2
장

재
난
관
리
체
계

현
황

및

문
제
점



제2장 재난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9

제2장  재난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전국 및 서울시 재난발생 현황

1. 전국 재난발생 현황

1) 최근 10년간(1998~2007) 연평균 인명 및 재산 피해

◦연평균 인명피해 38만명(사망, 부상), 재산피해 2조5천7백억원

－자연재난(풍수해)

∙연평균 인명피해 227명(사망 117명), 재산피해 1조9천7백억원

－인적재난

∙연평균 인명피해 37만9천8백명(사망, 부상), 재산피해 6천억원

2) 2007년도 재난발생 현황

◦자연재난

－대부분 풍수해(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등)

∙인명피해 27명(사망, 부상), 재산피해 2,518억원

◦인적재난

－총 272,090건 발생, 인명피해 351,657명(사망 7,849명/부상 34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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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재산피해 7,138억원

∙도로교통사고(211,662건, 77.8%), 화재(47,882건, 17.6%)가전체의 95.4%

<그림 2-1> 최근 10년간(1998~2007) 전국 재난발생 현황

유형 구분 계 연평균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발생건수 2,821,201 282,120 275,650 314,687 330,529 301,826 270,016 281,104 260,794 257,369 257,112 272,114

인명피해 3,800,668 380,067 355,216 418,721 443,958 400,367 361,977 392,503 361,210 357,416 357,616 351,684

재산피해 25,718,449 2,571,845 2,417,862 1,977,555 1,456,096 1,962,206 6,636,363 4,916,954 1,689,751 1,319,905 2,376,194 965,563

자연
재난

(풍수해)

발생건수 1,340 134 177 162 133 162 238 136 133 91 84 24

인명피해 2,265 227 677 162 130 208 350 531 26 84 70 27

재산피해 19,702,715 1,970,272 1,582,811 1,219,681 645,451 1,256,168 6,115,293 4,408,241 1,230,436 1,049,839 1,942,984 251,811

인적
재난

발생건수 2,819,861 281,986 275,473 314,525 330,396 301,664 269,778 280,968 260,661 257,278 257,028 272,090

인명피해 3,798,403 379,840 354,539 418,559 443,828 400,159 361,627 391,972 361,184 357,332 357,546 351,657

재산피해 6,015,734 601,573 835,051 757,874 810,645 706,038 521,070 508,713 459,315 270,066 433,210 713,752 

참고 : ｢1999~2008 재난연감｣ 및 ｢1999~2008 재해연보｣, 소방방재청, 2000~2009.
 주1 : 인적재난 중 도로교통사고의 재산피해액은 2005년 이후 집계ㆍ산출하지 아니함(경찰청).
 주2 : 인명피해는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를 집계한 것임.

<표 2-1> 최근 10년간(1998~2007) 전국 재난발생 총괄 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2. 서울시 재난발생 현황

1) 최근 10년간(1998~2007)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현황

◦최근 10년간 연평균 6만2천명(170명/일) 사상자, 재산피해 346억원

－자연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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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인명피해 33명(사망ㆍ부상), 재산피해 103억원 발생

∙대부분이 풍수해 피해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지역적 집중호

우로 인한 침수피해 반복

－인적재난

∙연평균 인명피해 61,931명(사망ㆍ부상), 재산피해 243억원 발생

∙매년 비슷한수준의 사고발생(자동차교통사고(86.7%), 화재(12.7%)

가 전체의 99%)

<그림 2-2> 최근 10년간(1998~2007) 서울시 재난발생 현황 및 추이

유형 구분 계 연평균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발생건수 548,178 54,818 90,982 58,111 61,067 52,882 54,538 51,553 44,488 43,988 44,177 46,392

인명피해 619,546 61,955 59,026 70,591 75,761 65,150 56,968 59,768 57,903 58,422 57,399 58,558

재산피해 346,837 34,684 90,641 45,974 45,409 63,737 23,343 14,593 11,731 13,074 15,262 23,073

자연
재난
(풍수해)

발생건수 57,649 5,765 41,062 902 217 2 8,890 5,578 93 69 760 76

인명피해 232 33 75 3 5 146 - 1 1 1 - -

재산피해 103,365 10,337 51,441 10,810 939 24,878 7,513 1,814 40 126 5,804 -

인적
재난

발생건수 490,529 49,053 49,920 57,209 60,850 52,880 45,648 45,975 44,395 43,919 43,417 46,316

인명피해 619,314 61,931 58,951 70,588 75,756 65,004 56,968 59,767 57,902 58,421 57,399 58,558

재산피해 243,472 24,347 39,200 35,164 44,470 38,859 15,830 12,779 11,691 12,948 9,458 23,073 

참고 : ｢1999~2008 재난사례집｣, 서울특별시, 1999~2008.

<표 2-2> 최근 10년간(1998~2007) 서울시 재난발생 총괄 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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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연평균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계

발생건수 548,178 54,818 90,982 58,111 61,067 52,882 54,538 51,553 44,488 43,988 44,177 46,392

인명피해 619,546 61,955 59,026 70,591 75,761 65,150 56,968 59,768 57,903 58,422 57,399 58,558

재산피해 346,837 34,684 90,641 45,974 45,409 63,737 23,343 14,593 11,731 13,074 15,262 23,073

자연
재난

풍수해

발생건수 57,649 5,765 41,062 902 217 2 8,890 5,578 93 69 760 76

인명피해 232 23 75 3 5 146 - 1 1 1 - -

재산피해 103,365 10,337 51,441 10,810 939 24,878 7,513 1,814 40 126 5,804 -

인적
재난

계

발생건수 490,529 49,050 49,920 57,209 60,850 52,880 45,648 45,975 44,395 43,919 43,417 46,316

인명피해 619,314 61,931 58,951 70,588 75,756 65,004 56,968 59,767 57,902 58,421 57,399 58,558

재산피해 243,472 24,347 39,200 35,164 44,470 38,859 15,830 12,779 11,691 12,948 9,458 23,073

자동차
교통
사고

발생건수 425,409 42,541 42,055 50,047 53,569 45,255 39,412 40,255 38,694 38,528 38,234 39,360

인명피해 612,868 61,287 58,244 70,022 75,147 64,242 56,410 59,156 57,307 57,713 56,789 57,838

재산피해 90,050 22,513 21,153 21,331 25,168 22,398 - - - - - -

철도
사고

발생건수 1,008 101 127 123 91 92 86 75 184 113 60 57

인명피해 1,014 101 132 98 90 86 86 82 205 116 60 59

재산피해 2,529 253 169 131 151 106 29 64 1,029 850

지하철
사고

발생건수 562 56 53 48 43 48 48 85 59 71 42 65

인명피해 555 56 43 48 43 48 48 85 59 71 45 65

재산피해 - - - - - - - - - - - -

화재

발생건수 62,407 6,241 7,511 6,917 7,058 7,379 6,017 5,503 5,421 4,996 4,907 6,698

인명피해 3,808 381 430 328 432 449 351 393 295 336 331 463

재산피해 140,567 14,057 17,620 13,634 17,338 16,162 14,400 11,768 10,646 12,082 9,022 17,895

가스
사고

발생건수 350 35 107 53 32 37 33 20 22 24 15 7

인명피해 505 51 86 81 35 86 51 40 33 36 45 12

재산피해 2,447 245 258 68 108 192 801 947 16 16 35 6

산불
사고

발생건수 273 27 10 8 35 57 38 27 13 37 35 13

인명피해 4 0 - - - - - 4 - - - -

재산피해 6 1 - - 5 1 - - - - - -

전기
사고

발생건수 378 38 6 4 5 5 6 4 2 147 98 101

인명피해 387 39 6 4 7 5 10 6 3 147 98 101

재산피해 1,700 170 - - 1,700 - - - - - - -

붕괴
사고

발생건수 23 12 - - - - - - - - 19 4

인명피해 11 6 - - - - - - - - 10 1

재산피해 5,490 2,745 - - - - - - - - 368 5,122

환경
오염

발생건수 12 4 - - 11 - - - - - 1 -

인명피해 - - - - - - - - - - - -

재산피해 - - - - - - - - - - - -

폭발
사고

발생건수 17 9 - - - - - - - - 6 11

인명피해 40 20 - - - - - - - - 21 19

재산피해 83 42 - - - - - - - - 33 50

대형
공사장
사고

발생건수 34 5 19 9 - 3 2 1 - - - -

인명피해 32 5 10 7 - 12 3 - - - - -

재산피해 - - - - - - - - - - - -

<표 2-3> 서울시 최근 10년간(1998~2007) 재난유형별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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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연평균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인적
재난

지하철
공사장
사고

발생건수 6 1 - - 2 1 - - - 3 - -

인명피해 5 1 - - 2 1 - - - 2 - -

재산피해 - - - - - - - - - - - -

기타

발생건수 50 3 32 - 4 3 6 5 - - - -

인명피해 85 14 - - - 75 9 1 - - - -

재산피해 600 100 - - - - 600 - - - - -

참고 : ｢1999~2008 재난사례집｣, 서울특별시, 1999~2008.
 주1 : 인적재난 중 대형공사장사고, 지하철공사장사고, 기타사고는 2005년까지 집계되었으며, 붕괴사고, 폭발

사고는 2006년부터 집계됨.
 주2 : 자동차교통사고의 재산피해액은 2002년 이후 집계 및 산출하지 아니함(서울특별시).
 주3 : 인명피해는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를 집계한 것임.

<표 계속>                                                    (단위 : 건, 명, 백만원)

◦주요 인적재난 발생현황

－자동차교통사고(86.7%) 및 화재(12.7%)가 전체의 99%

∙자동차교통사고는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화재는 2007

년에 급격한 증가를 보임.

－지하철ㆍ철도사고, 전기사고, 폭발, 산불, 붕괴, 환경오염, 대형공사

장사고 등은 불규칙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1~2%)

<그림 2-3> 최근 10년간(1998~2007) 서울시 자동차교통사고 및 화재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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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도 재난발생 현황

◦자연재난

－대부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76세대) 발생

◦인적재난

－총 46,316건 발생, 인명피해 58,558명(사망 557명/부상 57,981명), 

재산피해 230억원

∙자동차교통사고(39,360건, 84.9%) 및 화재(6,698건, 14.5%)가 전체

의 99.4%

∙그 외에 지하철 및 철도사고(122건), 가스사고(7건), 산불(13건), 

전기사고(101건), 붕괴사고(4건), 폭발사고(11건) 등이 발생

3. 최근 도시재난 발생의 특징

발생 원인 도시재난 발생의 특징

∙재난유형의 다양화ㆍ대형
화ㆍ복잡화

∙이상기온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증가
 －태풍, 홍수, 가뭄, 설해, 황사, 지진 등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대규모 

자연재난 증가
∙건축물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형재난 발생 위험
 －건축물 등의 다양화, 지하심층화, 초고층화, 밀집화, 노후화 및 산업 

고도화에 의한 대형재난 발생 위험성 
∙테러위협 확대
 －국제 갈등 및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신종 위험물질을 사용한 대형 테러

위협 확대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에 따른 생활위험 증가

∙일상적 사고 및 새로운 생활위험 요인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미흡
 －신에너지, 신소재, 신제품 사용증가 등 생활양태 변화

∙건축기술 혁신 및 도시환
경 변화에 따른 잠재 위험
성 증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안전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미비
 －각종 재난에 자동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최첨단 건축기술 개발
 －도시기능이 하나로 연결되는 U-City 등 최첨단 도시유형 등장

참고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재설계 방안”, 이원희, 2008.2.

<표 2-4> 도시재난 발생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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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서울시·광역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재난관리 제도

1) 기본 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04.3.11)｣ 및 ｢정부조직법(2004.3.11)｣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구

분되어 있던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을 통합하여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2004.3.11)에 따라 ‘소방ㆍ방재ㆍ민방

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소방방

재청 개청(2004.6.1)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관실

(현 재난안전실) 설치

∙2004년 하반기부터 지방정부의 과단위 조직으로 재난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재난의 정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ㆍ황사ㆍ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자연재해)

나.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인적재난)

다.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
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사회적재난)

2. “해외재난”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
한 재난을 말한다.

재난의 신개념(｢2008 재난연감｣, 소방방재청)
 ∙ 재난 = 자연재해개념(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 인적재난개념(재난관리법 제2조)

          ＋ 사회적재난(국가기반체계 마비 등)

<표 2-5>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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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                난

대    상
∙인적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낙뢰, 지진, 황사, 적조 등
∙사회적재난 :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전염병 확산 피해 등

근 거 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수습체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주무부처장관)
 －중앙긴급구조통제단(단장 : 소방방재청장)
                    ⇓
∙지역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지역긴급구조통제단(단장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복구책임

인적재난 자연재난

피해 원인자
(보상 및 배상)

∙방재책임자
 －국가시설∶국가
 －지방시설∶지방자치단체
 －개인시설∶개인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

한규정｣에서 국가 일부보조 및 지원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재난사태 선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선포대상지역 3개 시ㆍ도 이상 : 선포 ⇒ 국무총리
 －선포대상지역 2개 시ㆍ도 이하 : 선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재난지역 선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 내지 제60조)
 －선포 : 대통령

참고 : ｢2008 재난연감｣, 소방방재청, 2009.

<표 2-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 성격

<그림 2-4> 재난유형에 따른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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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관리 기능(단계)별 법적 규정 내용

◦재난관리는 시간국면에 따라 재난발생 이전의 예방ㆍ대비와 재난발생

이후의 대응ㆍ복구를 포함하는 4단계(프로세스) 활동으로 정의됨.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개념(｢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3호 및 제4호)
3.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구분 기본 개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 내용

예방
(Mitigation)

∙재난발생 전에 재난 
촉발요인을 제거하
거나, 재난요인이 표
출되지 않도록 억제 
또는 예방하는 활동

∙재난의 신고(18조), 종합상황실 등의 설치ㆍ운영(19조), 안전
관리계획 수립(22~25조), 국가기반시설의 지정ㆍ관리(25조의
2~25조의3), 재난예방조치(26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관
리(27조),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29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31
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실명관리(32조), 안전관리전문기
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33조), 재난예방교육ㆍ홍보(34조)

∙재난상황의 기록관리(69조), 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70
조),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71조), 안전관련산
업의 육성 및 지원 등(72조), 재난대비훈련(73조), 재난관리의 
표준화 등(74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75조), 재난관
련 보험 등의 개발ㆍ보급(76조), 재난관리에 대한 문책요구 
등(77조)

대비
(Preparedness)

∙재난발생 시의 대응
활동을 사전에 준비
하기 위한 대응능력 
개발활동

∙물자ㆍ자재의 비축 등(35조), 재난사태 선포(36조), 응급조치
(37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38조), 재난 예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38조의2), 동원명령 등(39조), 대피명령
(40조), 위험구역의 설정(41조), 강제대피조치(42조), 통행제한 
등(43조), 응원(44조), 응급부담(45조),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46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47조),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48조) 

대응
(Response)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기관들의 
각종 임무 및 기능을 
실제 적용하는 활동

∙긴급구조(51조), 현장지휘(52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53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54조), 재난대비능력 보강
(55조), 해상에서의 긴급구조(56조),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57조), 해외재난 등의 발생 시 긴급구조(58조)

북구
(Recovery)

∙피해지역이 재난발
생 직후부터 재난발
생 이전상태로 회복
될 때까지의 장기적
인 활동과정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59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60
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61조), 비용의 부담(62조), 응급
지원에 필요한 비용(63조), 손실보상(64조), 치료 및 보상(65
조), 국고보조 등(66조)

참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08.12.31)｣,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개선방안”, 양기근, 2007.

<표 2-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관리 기능(단계)별 규정 내용



18  서울시의 새로운 재난관리체계 구축

용어 정의 및 개념 비 고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3호

안전관리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4호

방재

∙현행법상 ‘방재’ 정의는 없으나, ‘자연재해방지’ 개념으
로 사용

 －(사례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의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사례 2)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은 자연재해 담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제37조(용도지구
의 지정)

소방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소방기본법｣ 제1조

민방위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민방위기본법｣ 제2조 제
1항

<표 2-8> 재난관련 용어 정의

3)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 관리 법령

◦약 140여종의 관련 법령이 있으며, 재난관리는 재난과 소방 관리분야

를 포함하고, 안전관리는 산업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식품안전, 생

활안전, 공간안전, 기타로 구분4)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을 기본 법령으로 하

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과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2004년 3월에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우리나라 안전

및 방재관련 기본법으로 국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기본 틀을 구

축하기 위한 법임. 이 법에서는 종전에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구분되었던 재난개념을 자연재해, 인적재난, 사회적재난(국가기반

4) ｢통합적 재난관리체계구축 방안연구｣,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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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새롭게 구분하였음.

분 야 관련 법령

재난
관리

재난관리 ∙ 재난관련(6), 환경관련(5), 산림관련(5), 보험분야(3), 재난정보관련(4)

소방관리 ∙ 소방관련(5)

안전
관리

산업안전관리 ∙ 근로자(2), 광산관련(2), 원자력관련(4), 화약류관련(1), 정보통신관련(3)

시설안전관리 ∙ 시설물(19)

교통안전관리 ∙ 교통관련(9)

식품안전관리 ∙ 전염병및위생(5)

생활안전관리
∙ 승강기관련(1), 석유관련(3), 가스관련(3), 전기관련(5), 에너지관련(3), 유원지

및공연행사관련(2)

공간안전관리 ∙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2)

기타 ∙ 기타관련(14)

참고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구축 방안연구｣, 행정자치부, 2007.

<표 2-9> 국내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별 법령 현황

분 야 세부 관련 법령

재난
관리

재난관련(6)
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자연재해대책법, 3.소하천정비법, 
4.민방위기본법, 5.지진재해법 6.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환경관련(5)
1.대기환경보전법, 2.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3.유해화학물질관리법, 4.수도법, 5.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산림관련(5)
1.산림기본법, 2.사방사업법, 3.산림ㆍ문화휴양지에관한법률, 
4.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5.산지관리법

보험분야(3) 1.어선업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2.농작물재해보험법, 3.풍수해보험법

재난정보관련(4)

1.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국가교통조사자료), 
2.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3조(지리정보),
3.국토기본법 제23조 제2항 (국토현황 조사정보),
4.방송법 제2조3호(재난방송)

소방
관리

소방관련(5)
1.소방기본법, 2.소방시설공사업법,
3.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4.위험물안전관리법,
5.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참고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구축 방안연구｣, 행정자치부, 2007.

<표 2-10> 재난관리 분야별 세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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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세부 관련 법령

산업안전관리

근로자(2) 1.산업안전보건법, 2.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광산관련(2) 1.광산보안법, 2.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원자력관련(4)
1.원자력법, 2.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지대책법, 3.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관한법률, 4.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화약류관련(1) 1.총ㆍ검화약류단속법

정보통신관련(3)
1.정보통신기반보호법, 2.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3.전기통신사업법

시설안전관리 시설물(19)

1.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건설기술관리법, 3.건설산업기본법, 4.
건축법, 5.주택법, 6.건설기계관리법, 7.도시철도법, 8.철도건설법, 9.철도
안전법, 10.하수도법, 11.주차장법, 12.항공법, 13.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법률, 1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15.삭도궤도법, 16.하천법, 17.도
로법, 18.고속도로법, 19.건널목개량촉진법

교통안전관리 교통관련(9)
1.교통안전법, 2.도로교통법, 3.해상교통안전법, 4.수난구호법, 5.선박안전
법, 6.수상레저안전법, 7.항만법 8.방조제관리법, 9.수로업무법

식품안전관리 전염병및위생(5)
1.응급의료에관한법률, 2.식품위생법, 3.전염병예방법, 4.가축전염예방법, 
5.공중위생관리법

생활안전관리

승강기관련(1) 1.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석유관련(3) 1.석유사업법, 2.한국석유공사법, 3.송유안전관리법

가스관련(3) 1.고압가스안전관리법,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3.도시가스사업법

전기관련(5)
1.전기사업법, 2.전기공사업법, 3.전력기술관리법, 4.전기용품안전관리법, 
5.한국전력공사업법

에너지관련(3) 1.에너지기본법, 2.에너지이용합리화법, 3.집단에너지사업법

유원지및공연행
사관련(2)

1.관광진흥법, 2.공연법

공간안전관리 공간계획관련 1.국토기본법,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기타관련(14)

1.경찰관직무에관한법률, 2.학교시설관리법, 3.국유재난관리법, 4.체육시
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5.국민체육진흥법, 6.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7.어촌ㆍ어항법 제2조제6호 유람선 낚시 등, 8.농
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9.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보상금지급), 
10.한국산업안전공단법(안전관리전문기관), 11.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손실보상), 12.과학기술기본법 제9조(R＆D), 
1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안전관리 기술개발), 14.고등교육법 제2
조(안전에 관한사업)

참고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구축 방안연구｣, 행정자치부, 2007.

<표 2-11> 안전관리 분야별 세부 관련 법령

2. 중앙부처 재난관리체계

∙상설조직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실)와 소방방재청에서 국가의 종합적인 재난관
리업무 수행
－재난발생 시에는 재난대응ㆍ수습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
안전부장관)와 긴급ㆍ구조기구인 중앙긴급구조통제단(단장 : 소방방재청장)이
구성되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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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체계 연혁

◦2004년 3월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안전정책관실

신설 및 같은 해 6월 소방방재청 개청

－국가 재난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

부) 외청으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 신설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구분되어 있던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ㆍ제정(2004.3.11)

◦2008년 2월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실 신설

－참여정부의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체계 개선과 조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2월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실이 신설되었고, 

소방방재청은 종전 기능 유지

∙2008년 12월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 종합대책(행정안전부)’ 발표

(부록 1)

연도 구분  재난관련 조직 주요 업무 내용

2004.3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실 설치 ∙국가 재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개청(2004.6) 

2008.2

행정안전부
(명칭 변경)

∙재난안전실(1실 2관 6과)
 －재난위기종합상황실, 재난안전관리

관(3과), 비상대비기획관(3과)
  ․ 안전정책관실과 국가비상기획위원회 

통합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ㆍ민방위ㆍ재
난관리제도 사무5)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2008.12)

 －2009년~2012년, 52과제, 2,200억원

소방방재청

∙1관 3국 21과 3소속기관
 －기획조정관, 예방안전국, 소방정책

국, 방재관리국
   ․ 소속기관 :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

교육연구원, 중앙119구조대

∙소방, 방재, 민방위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
한 사무6)

<표 2-12>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련 조직 및 주요 업무 내용

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729호, 2009.9.15 일부 개정) 제3조(직무)
6)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71호, 2009.9.3 일부 개정) 제3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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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 통합 재난관리체계 개선대책(2008년 12월 발표)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 종합대책’ (부록 1)
－3대 분야의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ㆍ4년(2009~2012년), 52과제 2,200억원 투자
ㆍ안전관리분야(10개 과제, 53억원), 재난관리분야(29개 과제, 1,016억원), 소
방역량 강화 분야(13개 과제, 1,137억원)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2009~2012)
소요예산
(백만원)

합계 총 52개 과제 220,816

통합적 재난관리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구성, 재난홍보시스템 강화, 
 대규모 피해지역의 지구단위 종합복구제도 도입 등 29개 과제

101,663

총괄적 안전관리
∙안전관리ㆍ안전기술 기준 제도화, 선진 안전문화 정착 등 10개 
과제

5,373

소방역량 강화 ∙특수화재진압체계 개발, 응급의료시스템 고도화 등 13개 과제 113,780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체계 목표 및 추진체계(행정안전부, 2008.12)>

<표 2-13>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 종합대책(행정안전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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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및 소방방재청 조직 현황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1실 2관 6과

구분 과 주요 기능

재난위기종합상황실 ∙(상설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로 운영

재난안전관리관
∙재난안전정책과, 재난대책과, 안
전개선과(3과)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의 총괄 기
능을 수행

비상대비기획관
∙비상대비정책과, 자원관리과, 비
상대비훈련과(3과)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비
상대비 정책 및 훈련 등을 수행

참고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그림 2-5> 행정안전부 조직도(재난안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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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방재청

◦1관 3국 21과 3소속기관

－본청

∙기획조정관, 예방안전국(인적재난 중심), 소방정책국(소방업무 중

심), 방재관리국(자연재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재난 유형별 해당

부서에서 분산 관리

－소속기관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중앙119구조대

<그림 2-6> 소방방재청 조직도

◦인력현황

－총 545명(2008년 12월 기준)

∙본청 343명(소방직 79명, 일반직 221명 포함)

∙소속기관(202명) : 중앙소방학교(64명), 국립방재교육연구원(59

명), 중앙119구조대(79명)

－개청 이후 일반직은 57명 증가되었으나 소방직은 18명 증가에 그침, 

실질적 전문분야인 소방기술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7)

7)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재설계 방안”, 이원희, 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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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소방직
기타직

소계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기능직 연구직

2004.05.24 267 61 206 164 1 7 34

2005.03.30 271 61 210 168 1 7 34

2006.07.01 334 75 259 215 1 8 35

2007.12.31 348 80 268 222 1 8 34 3

2008.12.31 343 79 264 221 1 7 35

참고 : ｢2008년도 주요통계 및 자료｣, 소방방재청, 2008.
      ｢2009년도 소방방재 주요통계 및 자료｣, 소방방재청, 2009.

<표 2-14> 소방방재청 본청 인력 현황(2004~2008)                       (단위 : 명)

구분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계
주요

사업비
기본적
경비

소계
국가
균형
발전

혁신
도시
건설

농어촌
구조
개선

농어촌
특별세
관리

지방
양여금
관리

2004 199,447 159,813 139,829 19,984 39,634 39,634 

⋮ ⋮ ⋮ ⋮ ⋮ ⋮ ⋮ ⋮ ⋮ ⋮ ⋮
2007 324,761 132,027 91,351 40,676 192,734 133,751 58,983 

2008 372,955 147,189 103,471 43,718 225,766 158,924 66,842 

2009 605,767 134,577 90,882 43,695 471,190 309,336 5,412 156,442 

참고 :｢2008년도 주요통계 및 자료｣, 소방방재청, 2008.
     ｢2009년도 소방방재 주요통계 및 자료｣, 소방방재청, 2009.

<표 2-15> 소방방재청 예산 현황(2004~2009)                         (단위 : 백만원)

3) 국가재난관리체계

◦국가의 주요 안전관리정책 심의ㆍ조정은 국무총리 소속 하의 중앙안

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수행함(｢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9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함(｢재난및안전관리기본

법｣ 제14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단장 : 소방방재청장)은 긴급구조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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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긴

급구조 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설치

함(｢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9조).

구분 기구명 주요수행업무

계획ㆍ심의기구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

∙국가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지방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 중요정책 심의, 총괄, 조정
∙국가안전관리 업무를 협의, 조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 심의

 조정위원회 ∙안전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협의, 조정

수습기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ㆍ인적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 및 수습총괄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 발생 시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 수행

긴급구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역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대책의 총괄, 조정
∙긴급구조기관 간의 역할분담
∙긴급구조활동 의 지휘, 통제

행정기구  소방방재청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담

참고 : ｢2008 재난연감｣, 소방방재청, 2009.

<표 2-16> 재난관련기구의 분류 및 주요 수행업무

참고 : ｢2008 재난연감｣, 소방방재청, 2009

<그림 2-7> 국가재난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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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부처 재난관리체계의  주요 문제점

◦2008년 2월 10일 숭례문방화사건 후 제기된 중앙부처의 재난관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

통합적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국가재난관리 전담부서인 소방방재청의 ‘청’ 단위 
조직으로는 총괄적 역할 한계

 －소방방재청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통합적 재
난관리체계 구축 미비

∙행정안전부의 기능은 소방방재
청의 집행기능과 중복되지 않도
록 설계

∙소방방재청은 집행기능을 강조
 －대비ㆍ대응분야를 일원화하

여 고도의 전문성 있는 조직으
로 분리ㆍ독립(소방청(안)) 

조직체계의 
문제점

∙소방방재청 조직의 한계
 －현재, 소방, 인적ㆍ자연재난 등 재난유형별로 

분산 관리
  ․ 업무성격이 다른 예방ㆍ복구업무와 대비ㆍ대

응업무를 동일한 조직으로 설계
 －다수 재난관련 조직의 정책조정 연계네트워크 부족
∙위기의사결정시스템의 복잡ㆍ다계층화, 책임한
계 불명확 및 조직ㆍ기능 중복

 －재난발생 시 소관부처별로 운영되던 사고대책본
부 대신, 행정자치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관부
처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복 설치ㆍ운영

∙도시건설계획단계부터 도시안전 설계를 위한 종
합적 협력시스템 미비

∙소방방재청은 재난의 유형에 관
계없이 예방ㆍ대응ㆍ복구 등 재
난의 프로세스별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현장대응 문제점

∙다원화된 현장지휘체계로 효율적 대응 곤란
 －대형재난 시 지방자치단체 단독 소방력으로 대

응한계 상황 빈발(예 : 숭례문 화재)
∙주요문화재, 국가시설 등에 대한 화재 등 재난대
응매뉴얼 미흡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 대비ㆍ대응강화를 위한 
정책추진 소홀(국단위 체계)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119 소방기능 위축

∙대형사고 시 소방력 긴급투입 및 
현장지휘권 확립 시스템 강화

 －중앙재난통제단장(소방방재
청장)과 지역재난통제단장(시
ㆍ도본부장) 간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구축

 －현장통제관으로서 유관기관 
동원 및 지휘를 위한 적정 권
한 부여

인사운영의 
문제점

∙신분의 이질성에 따른 내부갈등 심화(일반직(행
정, 기술직)과 소방직)

 －직렬 간 경쟁 및 갈등관계 형성으로 상호 불신
 －방재(재난)직렬의 부재
∙소방방재청의 실질적 전문분야인 소방 및 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

 －개청 이후 소방직은 18명 증가, 일반직(기술직 
포함)은 57명이 증가

∙소방방재청이 새롭게 설계될 경
우 소방공무원의 단위조직으로 
개편

∙일반공무원의 방재직렬 신설

참고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재설계 방안”, 이원희, 2008.2.

<표 2-17> 중앙부처 재난관리체계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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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1) 재난관리체계 연혁

◦2004년 ~ 2007년

－2004년 6월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라, 2004년 하반기 소방, 민방위, 

방재를 통합하여 소방방재본부(현 소방재난본부)로 재편(종합방재

센터는 2002년 설립)

∙기존의 소방본부 4과(소방행정과, 방호과, 예방과, 구조구급과)체

제에서 민방위 재난관리국을 통합하여 소방방재본부로 개편하고, 

방재기획과 신설

∙소방방재본부내 방재기획과(2004~2007)로 운영되어 오던 중, 민

방위 업무는 다시 분리되어 ‘비상기획관’ 소속으로 편성

<그림 2-8> 2007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현 소방재난본부) 조직도

◦2008년 ~ 현재(2009.12)

－새 정부의 행정안전부내 재난안전실 신설(2008.2)에 따라 소방재난

본부의 방재기획과가 행정국으로 이관

∙소방방재본부는 현재의 소방재난본부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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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서울시의 재난관리체계(2009.12)

(1) 현 재난관리체계

◦분산관리체계

－행정국 방재기획과,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및 각 주관부서(재난

유형별 담당부서)로 분산되어 각각 방재, 민방위, 소방(재난대응 등),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

∙직렬 간의 갈등 등 중앙정부와 비슷한 문제점 발생으로 2004년 이

전의 재난관리체계로 회귀한 상태

구분 국ㆍ본부 과ㆍ팀 규정 업무

방재/
재난관리

행정국
∙방재기획과(4팀 20명)
 －방재총괄팀, 재난예방팀, 안

전문화팀, 기반체계보호팀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함(｢서울특별시 행
정기구 설치조례｣ 제12조(행정국) 5항).

 －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 복구대책 수립ㆍ
조정

소방 및  
구조ㆍ구

급

소방
재난
본부

∙본부 4과 및 소속기관(5,489명)
 －1감사반, 1특수구조대, 1종

합방제센터, 22소방서, 1청
와대소방대, 1항공대

 ㆍ본부(소방행정과, 재난대응
과, 예방과, 안전지원과, 소
방감사반, 특수구조대)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함(｢서
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8조(소방
재난본부)).

 1.소방행정, 화재의 예방ㆍ경계 및 진압에  관
한 사항

 2.소방시설의 유지,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

 3.긴급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4.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민방위
비상

기획관

∙민방위담당관(8팀 45명)
 －동원기획팀, 비상계획팀, 비

상연습팀, 민방위기획팀, 민
방위편성팀, 민방위교육팀, 
화생방팀, 중대본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비상기획관)

 ②비상기획관은 비상계획ㆍ민방위사무에 관하
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주관부서
(재난유형별 
담당부서)

물관리국, 
푸른도시국, 
도시교통
본부 등

∙하천관리과, 자연생태과, 도로
관리담당관 등

∙관련법에 따라 재난유형별로 주관부서에서 
관리

 －풍수해, 산림관리(산불), 제설 등

<표 2-18> 서울시 재난관리체계(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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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그림 2-9> 서울시 조직도

(2) 인력현황

◦행정국 방재기획과

－4팀 20명

∙소방재난본부 소속 시 6개팀(방재총괄팀, 방재예방팀, 수습팀, 관

리팀, 안전점검기동팀, 기반체계보호팀)으로 구성되었으나, 행정

국으로 이관 시 4개팀(방재총괄팀, 재난예방팀, 안전문화팀, 기반

체계보호팀)으로 축소

구분 총계 총무과 인사과 인력개발과 행정과 방재기획과
특별사법

경찰지원과
공무원
수련원

2008 392 227 35 42 43 20 10 15

2009 395/403 243/235 33/35 33/39 40/43 20/19 12/19 14/13　

참고 : ｢2008~2009 행정국 주요업무계획｣, 서울특별시 행정국, 2008~2009.

<표 2-19> 서울시 행정국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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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그림 2-10> 서울시 행정국 조직도(2009)

◦소방재난본부

－총 5,489명(의무소방대원 56명, 사회복무요원 23명 제외)

∙본부4과(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예방과, 안전지원과), 1감사반, 1

특수구조대, 1종합방재센터, 1소방학교, 22소방서(114안전센터, 

24구조대), 1청와대소방대, 1항공대

－2009년 1월 5,489명(소방직 5,310명, 일반직 61명 포함)으로 2004년

의 5,217명보다 272명 증가

∙소방직은 2004년(5,049명)에 비하여 261명 증가하였으나, 일반직

은 단, 3명 증가(2004년 58명)

구분 총계

소방재난인력

의무소방
대원소계

소방직 기타직

계 행정 예방 통신 경방 운전 구조 구급 계
일반
직

별정
직

전문
직

기능
직

2004 5,427 5,217 5,049 1,008 215 197 1,586 1,190 413 440 168 58 3 20 87 210

2005 5,482 5,239 5,070 975 223 206 1,610 1,179 413 464 169 61 3 20 85 243

2006 5,427 5,427 5,258 1,020 232 209 1,639 1,213 457 488 169 61 3 20 85

2007 5,602 5,448 5,279 1,021 232 209 1,650 1,219 456 492 169 61 3 20 85 154

구분 총계 소계 소계
소방
감

소방
준감

소방
정

소방
령

소방
경

소방
위

소방
장

소방
교

소방
사

소계
일반
직

별정
직

전문
직

기능
직

의무
소방

사회
복무
요원

2008 5,491 5,393 5,271 1 6 26 101 269 3952,186 1,535 752 12241주1) 3 19 59 76 22

2009 5,568 5,489 5,310 1 6 25 99 292 6022,065 1,504 716 179 61 3 20 95 56 23

참고 : ｢2004~2009년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04~2009.
 주1 : 2008년 방재기획과가 행정국으로 이동하면서 일반직 20명 감소

<표 2-20>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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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09년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09

<그림 2-11>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조직도(2009)

◦비상기획관

－총 45명

∙1담당관, 7팀, 1중대본부 45명(동원기획팀, 비상계획팀, 비상연습

팀, 민방위기획팀, 민방위편성팀, 민방위교육팀, 화생방팀, 중대본부)

참고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그림 2-12> 서울시 비상기획관 조직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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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현황

◦2009년 방재기획과 4억6천9백만원(사업비)

－소방재난본부의 사업비는 932억원(총 4,444억원 중 인건비, 기본경

비, 기타 제외)

구분 총계 총무과 인력운영과 인력정책과 행정과 방재기획과
특별사법경
찰지원과

공무원
수련원

2008 1,868,739 26,338 45,113 12,793 1,779,087 447 3,071 1,890

2009 2,122,694 23,600 41,420 14,443 2,038,811 469 2,028 1,923

<표 2-21> 서울시 행정국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기타

2004 353,639 224,489 40,562 75,347 13,241

2005 366,068 235,278 41,334 72,699 16,757

2006 369,377 247,975 41,753 76,540 3,109

2007 397,193 281,982 46,711 68,284 215

2008 446,315 335,449 20,589 83,224 7,054

2009 444,456 327,688 20,604 93,220 2,944

<표 2-22>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3) ‘2008년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8)의 재난예방 재정 및 투자계획

◦2008년 방재부분 투자액은 9,870억원으로, 같은 해 서울시 전체예산

(19조4천3백억원)의 약 5%에 해당

－재난분야별로 철도대책(서울메트로), 풍수해대책, 도로 및 시설물

재난대책, 수습ㆍ복구대책 등에 각각 1천억원 이상의 투자 계획

∙연도별 방재부분 투자실적은 2006년도 4,387억원에 비하여 2008

년도에는 2배 정도 증가

8) 서울시 방재기획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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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난분야별
투자실적 투자계획

’06(계획/실적) ’07 ’08

총계 580,900
438,735 730,845 987,058

자연재난

소계 90,071
92,182 109,595 109,705

풍수해대책 77,909
81.533 103,612 102,002

설해대책 8,255
6,744 2,069 3,718

가뭄대책 3,907
3,905 3,914 3,985

인적재난

소계 338,855
288,001 466,294 718,327

철도대책(서울메트로) 193,202
175,461 234,525 508,457

철도대책(도시철도공사) 17,904
672 78,980 57,826

도로 및 시설물 재난대책 100,453
87,018 122,325 122,144

폭발ㆍ대형화재대책 7,141
6,472 7,744 6,780

지하도상가 안전대책 20,155
18,378 22,720 23,120

기타주1) 10,570
8,334 9,856 11,653

수습ㆍ복구대책 141,404
50,218 145,100 147,373

참고 : ｢2008년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서울시 방재기획과, 2007(부록 5).
 주1) 기타 : 특수 구조장비 보강, 유ㆍ무선 통신망 보강,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119 자동신고기 보급 확대,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표 2-23> ‘2008년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의 재난예방 재정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그림 2-13> ‘2008년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의 재난예방 재정 및 투자계획 분야별 비율

4) 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

◦총괄부서, 주관부서(재난유형별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 등에서 개

별관리하는 분산관리체계(인천, 광주는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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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인적재난, 자연재난, 민방위 등의 업무

를 소방본부, 건설교통국(건설방재국) 등으로 분산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소방업무는 소방서, 자연재난은 건설

과, 민방위업무는 총무과 등에서 담당

구분 총괄부서 주관부서(재난유형별 담당부서) 소방본부(소방서)

주요
기능

∙재난관리 업무
∙국가기반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
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

∙민방위 업무 동시 수행 형태

∙특정영역 재난및안전관리 업무담당
∙자연, 인적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태풍, 홍수, 산불 등 업무 수행

∙화재진압, 긴급수습활동 지원
∙소방상황실 운영

<표 2-24>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 현황

시ㆍ도
소방 소관업무 일반직 소관업무

기관부서 고유업무 재난업무 부서 방재업무

서울

소방재난본부 화재구조ㆍ구급

재난대응과/예방과 행정국 방재기획과

∙가스안전∙시설물안전점검∙재난대비훈련

물관리국
푸른도시국

도시교통본부 등

하천관리과,자연생태
과,도로관리담당관 등
∙재난상황실 운영
(치수, 제설 등)

종합방재센터 119 상황관리
∙민방위 경보통제∙재난상황실 공간통합∙홍수통제소 정보공유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전시 민방위

부산 소방본부 화재ㆍ구조ㆍ구급 - 건설방재관 건설안전과
대구 소방본부 화재ㆍ구조ㆍ구급 - 건설방재국 재난관리과

인천 소방안전본부
화재ㆍ구조ㆍ구급
※119종합방재센터

재난관리과
- -∙자연재난관리∙재난관리기금 ∙민방위

광주 소방안전본부 화재ㆍ구조ㆍ구급
방재관리과

- -∙자연재난관리∙재난관리기금 ∙민방위
대전 소방본부 화재ㆍ구조ㆍ구급 - 교통건설국 방재과
울산 소방본부 화재ㆍ구조ㆍ구급 - 교통건설국 민방위재난관리과

경
기

본청 소방재난본부 화재ㆍ구조ㆍ구급
재난대응과

교통건설국
재난관리과∙민방위 경보통제∙자연재난관리

∙재난상황실 운영

2청 소방재난본부 화재ㆍ구조ㆍ구급 - 교통도로국 건설재난과
강원 소방본부 화재ㆍ구조ㆍ구급 - 건설방재국 재난방재과
충북 소방본부 화재ㆍ구조ㆍ구급 - 건설방재국 재난관리과

충남 소방안전본부 화재ㆍ구조ㆍ구급
재난민방위과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민방위 경보통제∙자연재난관리
∙재난상황실 운영

전북 소방안전본부
화재ㆍ구조ㆍ구급

※소방재난종합상황실

대응구조/소방행정
건설교통국

재해대책과
∙민방위 경보통제∙시설물 안전점검

∙재난상황실 운영∙재해대책본부
전남 소방본부 화재ㆍ구조ㆍ구급 - 건설재난관리국 방재과

경북 소방본부 화재ㆍ구조ㆍ구급 - 건설도시방재국
치수방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경남 소방본부 화재ㆍ구조ㆍ구급 - 건설항만방재국 치수방재과

제주 소방본부 화재ㆍ구조ㆍ구급

안전도시과

도시건설방재국

치수방재과
∙민방위 경보통제∙인적재난(국가기반)∙시설물 안전점검

∙재난상황실 운영∙자연재난관리

참고 : ｢대구 119종합방재센터 설립타당성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09.

<표 2-25> 시ㆍ도 재난관리 업무 현황(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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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유형별 관리방식 통합 관리방식

성격 ∙분산 관리방식 ∙통합적 관리방식

관련부처 및 기관 ∙다수부처 및 기관의 단순병렬
∙단일부처 조정하의 병렬적 다수부처 
및 기관

책임범위와 부담 ∙소관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ㆍ부담 분산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ㆍ과도한 
부담 가능성

관련부처의 활동범위 ∙특정재난에 대한 관리활동
∙모든 재난에 대한 종합적 관리활동과 
독립적 활동의 병행

정보전달체계 ∙정보전달의 다원화 ∙정보전달의 일원화

재난대응 ∙대응조직 없음(사실상 소방) ∙통합대응ㆍ지휘통제 용이(소방)

재난에 대한 인지능력 ∙미약ㆍ단편적 ∙강력ㆍ종합적

장점
∙한 재해유형을 한 부처가 지속적으로 담당
하므로 경험축적 및 전문성 제고가 용이

∙한 사안에 대한 업무의 과다 방지

∙재난발생 시 총괄적 자원동원과 신속
한 대응성 확보

∙자원봉사자 등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단점
∙복잡한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에 한계
∙각 부처 간 업무의 중복 및 연계 미흡
∙재원마련과 배분의 복잡성

∙부처이기주의 및 기존조직들의 반대
가능성이 높고, 업무와 책임이 과도하
게 한 조직에 집중

참고 :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개선방안”, 양기근, 2007.

<표 2-26> 재난관리 방식별 장단점 비교

4. 서울시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요 문제점

－재난관리 조직의 분산체계 때문에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미비

∙행정국 방재기획과,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등에서

재난유형별로 분산ㆍ관리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부족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9)의 세부 수립지침 부재

－다양한 재난정보들의 종합분석체계 미비

∙인적재난, 자연재난, 사회적재난(국가기반재난) 등에 대한 정보들

의 종합 관리ㆍ분석을 위한 통합DB 및 정보시스템의 부재10)

9)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0)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의재난예방조치) 제1항제2호및제4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등)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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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휘 및 대응체계 분산으로 유기적 협력체계 미흡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체계 혼란 및 지휘권 약화로 재난발생 시

신속 대응의 어려움.

－재난관리 전담요원 및 전문성 부족

∙방재 직렬의 부재로 재난관리 전문성 확보 미비

∙직렬(일반 행정직 및 소방직) 간의 갈등 심화로 2004년 이전의 재

난관리체계로 회귀

구분 주요 문제점 비고

조직체계의 
문제점

∙재난관리조직의 분산체계 때문에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미비
 －자연재난, 인적재난, 소방, 민방위, 안전관리 등이 분산 관리되고 

있으며, 재난 대응 및 구조ㆍ구급은 소방재난본부(소방서)에서 전
담

 －직렬(일반직 및 소방직) 간의 갈등 심화로 2004년 이전의 재난관
리체계로 회귀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기능 미비
 －재난 업무ㆍ사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협의ㆍ심의 기능 부재
ㆍ풍수해, 산림관리(산불), 제설, 재난대응 등 재난유형별로 담당부서

(주관부서)에서 따로 관리

∙통합 재난관리체계 구축(부분 
통합관리체계)

 －세부내용은 ｢제3장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참조

제도 및 관리의
문제점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의 수
립지침 부재

∙재난관리 통합DB 및 정보시스템 부재
 －대형ㆍ복합적인 도시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방안 수립

을 위한 재난관리 통합DB, 종합분석시스템 부재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
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재난관리 통합DB 구축 

인사운영의 
문제점

∙재난관리 전담요원 및 전문성 부족
 －현재 소방을 제외한 방재기획과 인력은 단 20명임.
ㆍ타 부서의 재난관련 인력은 대부분이 소속부서의 주요 업무를 수행

하며, 재난업무는 부속 업무로 간주되고 있음.
 －재난관리 총괄부서로서의 전문성 미비
ㆍ대형ㆍ복합재난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재난유형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대응체계 미비
∙재난(방재)직렬의 부재
 －방재직렬 부재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 및 우수인력확보 어려움. 
∙현장 소방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 소방공무원 부족
 －도시 대형사고에 대한 대응, 구조ㆍ구급체계 개선

∙재난유형별 전문 인력 및 안전
점검 현장조사팀 확보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확대
∙전문소방공무원 확대

협력체계의 
문제점

∙재난발생 시 현장 지휘 및 대응 체계 분산(다원화된 현장지휘체계로 
효율적 대응 곤란)

 －개별법령에서 재난유형에 따라 책임기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
므로,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체계 혼란 및 지휘권의 약화 초래

ㆍ｢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인적ㆍ자연재난에 상관없이 소방재난
본부장이 통제단장으로서 현장에서 지휘ㆍ통제를 수행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재난유형별 담당부서(주관부서) 간 및 재난관리 총괄부서와의 유기
적 협력체계 미흡

∙대형사고 시 소방력 긴급 투입 
및 소방재난본부장의 현장지
휘권 강화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통
제관으로서 유관기관 동원 
및 지휘를 위한 적정 권한
부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그 직급을 소방정감(1급)으
로 상향 조정(2009. 9. 25)

<표 2-27> 서울시 재난관리체계의 주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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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서울시의 체계적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부분 통합관리체계)11) 구축, 재난발생 시 수습 및 긴급구조 기

구의 협력적 체계 강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통합대응매뉴얼 작성

과 교육ㆍ훈련을 위한 학습조직의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함.

구분 주요 개선방안 비고

통합관리체계 
구축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조직 및 관련 제도 정비
∙다양한 재난정보들의 종합 관리체계 구축

∙세부 개선방안은 
｢제3장 서울시 재
난관리체계 개선
방안｣ 참조

협력적 체계 
구축

∙재난수습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일원화
∙재난발생 시 현장의 통합지휘체계 구축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학습조직
구축

∙대규모 재난발생 대응을 위해 현실적인 통합매뉴얼 및 교육ㆍ훈
련 강화

<표 2-28>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11) 이보고서의 ｢제3장 서울시재난관리체계개선방안｣의 ｢제2절서울시재난관리체계개선
방안｣ 참조



제2장 재난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39

제3절 국외(미국·일본) 재난관리체계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1) 현황

◦연방정부의 국토안보부12)(DHS)와 그 산하에 있는 연방재난관리청13)

(FEMA)에서 재해ㆍ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함.

－최일선 기관은 시(Cities)ㆍ카운티(Counties) 등 지방정부(Local)이며, 

주정부(State)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주정부와 지방정부에는 일반적으로 재해ㆍ재난을 총괄하는 위기

관리국(EMA)이 있으며, 위기관리국은 경찰국, 소방국, 교통국, 연방

정부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활동을 수행함.

구분 재난관리조직 기능

연방
정부

국토안보부(DHS)
연방재난관리청(FEMA)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활동 지원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위기관리부서, 그리고 비영리단체 및 민간부문의 
집단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재난에 대비ㆍ대응

∙수행비상정보ㆍ조정센타(EICC), 연방조정관(FCO), 비상대응팀(ERT) 등 
12개의 비상지원기능(ESF)이 있음.

주정
부

주 위기관리본부(OES)
주 작전센터(SOC)
주 조정센터(SCC)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 수행
∙재난에 대한 연방지원의 유치ㆍ관리ㆍ배분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
∙재난관리종합계획(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Plan) 수립ㆍ시행
∙재난발생 시 지휘감독권

지방
정부

위기관리국(EMA)

∙재난관리의 제일선 책임
∙재난발생 시 비상대책기구인 비상운영센터(EOC : Emergency Operation 
Center)를 운영하며, 재난유형에 따른 현장지휘체계(ICS : Incident 
Command System)를 갖추고 있음.

참고 : ｢서울시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한 기본 추진전략 수립 방안(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표 2-29> 미국의 재난관리 조직체계

12)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부시행정
부는 행정부 내 각 부처에 분산된 대 테러기능을 통합하여 테러정보 분석, 국경출입국
감시, 긴급사태 관리 등을 총괄하기 위해 2002년에 신설하였으며, 연방재난대응계획
(FRP)을 총괄함.

13)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모든 형태의 재해ㆍ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총괄ㆍ지원하는 연방기구로, 국토안보부(DHS)
가 신설되면서 산하기관으로 편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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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조직 주요 업무 비고

국토안보부
(DHS)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 방지
 －9ㆍ11테러로 인하여 테러공격의 예방 및 저

지, 재해ㆍ재난에 대한 대응 등의 업무를 국가
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장

∙테러에 대한 취약성 감소
∙잠재적인 공격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최소화

∙국가국토안보전략(Nat i onal 
Strategy for Homeland Security) 
및 2002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에 근거하
여 2003년 신설

연방재난관리청
(FEMA)

∙모든 재해ㆍ재난 상황을 고려한 위험기반(risk- 
based) 비상관리시스템 구축

∙재난 피해경감을 국가비상 관리시스템의 최우선 
과제로 시행

∙관련 연방기관, 주정부 및 지방정부, 자원봉사단
체, 민간기업 등과 비상관리 협조체계 구축

∙주 및 지방정부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지
원ㆍ협조

∙모든 형태의 재해ㆍ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총
괄ㆍ지원하는 연방기구로 2003
년 DHS 신설로 산하기관으로 편
입됨.

<표 2-30> 미국 국토안보부(DHS) 및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주요 업무

참고 : ｢미국의 재해 재난관리체계｣,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2003

<그림 2-14> FEMA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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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EOC

Area
EOC

카운티
EOC

주 조정센터
(SCC)

주 작전센터
(SOC)

주 위기관리본부
(OES, REGION

EOC)

자원봉사팀
민간부문

연방대응기구

FEMA

Operational Hospital

Multi-Perpose Staging
Areas (MSA)

Mutual Aid Team

Local personnel

Local Resource

Casualty Collection
Point (CCP)

정보(EPIC)
Mutual Aid
Staging Area

(MASA)
EBS

Disaster Support
Area (DSA)

자원봉사단체
민간부문

주정부 요원

EBS

민간부문

카운티 자원

카운티 요원

자원봉사팀

EBS

주정부 지원

대응

지방차원의 지원

연방정부지원

지원지역

피해지역

지방차원의지원

참고 : ｢미국의 재해 재난관리체계｣,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2003

<그림 2-15> 미국 주정부 방재관리 조직체계

◦미국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뉴욕)

－위기관리국(EMA)

∙재해‧재난에 대한 총괄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상설부서로, 주정

부, 연방정부(DHS 및 FEMA), 국립기상청(NWS), 법무부, 동력부

등과 협조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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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 시 현장지휘체계(ICS, Incident Command System)

∙사건현장의 효율적인 지휘와 경찰국, 소방국 등 관계기관과의 유

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른 현장지휘체계를 갖추고 있

음.

구분 조직 주요 업무

시
․

County

∙지휘 및 의사 
결정자

시장, 카운티의 장
(Mayor, County 

Executive)

∙비상운영센터(EOC)의 설치, 주지사와의 연락망 구축
∙재난현장 지휘본부장(IC) 선임

∙상설 행정조직 위기관리실(OEM)

∙재난관련 행정업무
∙관할지역내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사전파악
∙위험관리계획의 수정ㆍ보완
∙재난발생가능지역의 정보수집ㆍ관리
∙재난발생 시 자원의 동원ㆍ운영을 위한 사전계획 수
립
∙구조지원요청 시의 행정절차 수립
∙재난피해의 측정 및 보고

∙비상대책 기구

비상운영센터
(EOC)

∙재난발생후 실질적인 구조구난활동 총괄
∙재난발생지역의 보안관을 중심으로 지방ㆍ주ㆍ연방
정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

자문/업무지원기구 ∙지역단위의 안전정책과 위기관리사업에 대한 자문

재난 시 
현장
대응
조직

∙지휘 및 의사 
결정

현장지휘체계(ICS)
∙지역단위 재난의 유형별 지휘책임 및 업무분장(단일
지휘 또는 통합지휘)

∙비상대책 기구

재난현장사무소
(DFO : Disaster 

Field Office)

∙1차적인 현장대응기관
∙연방조정관(FCO)과 위기대응팀(ERT)에 의식주 제공
∙연방조정관 및 주작전센터(SOC)는 재난현장사무소
(DFO)에 위치

합동정보센터
(JIC : Joint 

Information Center)
∙재난관련 활동정보의 공개 및 홍보

∙지원 및 실무 
대응조직

위기대응팀
(ERT : Emergency 
Response Team)

∙재난현장사무소(DFO)에서 연방조정관(FCO)과 함께 
활동

∙현장의 지역구호활동에 행정적인 병참활동을 지원하
는 기관 간 단체

∙ESF(Emergency Support Function)와 FEMA 요원으
로 구성

∙대중매체ㆍ의회ㆍ대중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

참고 : ｢서울시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한 기본 추진전략 수립 방안(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표 2-31> 뉴욕시 위기관리국(EMA)의 조직 및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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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지휘
(현장/내근)

물자조달분과
(내근)

기획분과
(내근)

재무 및
행정분과
(내근)

현장 운영 분과

각각의 주관기관의
상급 공무원 배치

뉴욕소방국(FDNY) 뉴욕경찰국(NYPD) 기타 기관

구호 및 수송

진화

수색 / 구조

화생방/유해물질
인명보호 및 해독

범죄현장조사

증거보존

범죄현장통제

화생방/유해물질
평가 및 조사 (테러)

현장관리 및
현장보안

교통통제

군중통제

대피

수중 수색
및 구조

NYPD의
핵심권한

FDNY의
핵심권한

사건지휘
(현장/내근)

물자조달분과
(내근)

기획분과
(내근)

재무 및
행정분과
(내근)

현장 운영 분과

각각의 주관기관의
상급 공무원 배치

뉴욕소방국(FDNY) 뉴욕경찰국(NYPD) 기타 기관

구호 및 수송

진화

수색 / 구조

화생방/유해물질
인명보호 및 해독

범죄현장조사

증거보존

범죄현장통제

화생방/유해물질
평가 및 조사 (테러)

현장관리 및
현장보안

교통통제

군중통제

대피

수중 수색
및 구조

NYPD의
핵심권한

FDNY의
핵심권한

(FDNY : New York City Fire Department, NYPD :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그림 2-16> 뉴욕시의 현장지휘체계(ICS)

 

주요시설 내용

∙관제실(Watch Command)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통신 및 연락의 중심지 역할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사건상황평가, 각종 물자 지원ㆍ조정

∙비상운영센터(EOC) ∙대규모 재난발생 시 가동되는 시설

∙상황실(Situation Room) ∙각종 재난(소규모) 대응 조정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

∙합동지휘센터 차량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를 위한 특수차량

<상황실> <비상운영센터(EOC)> <합동지휘센터 차량>

<표 2-32> 뉴욕시 재난관리 주요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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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통합적 조직 및 국가비상정보관리시스템(NEMIS,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의한 체계적ㆍ일관성 있는 위기관

리체계

－대통령 직속의 재난관리 총괄 조직(국토안보부, DHS)을 구성하고

있어, 부처별로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ㆍ조정할 수 있기 때문

에 효과적인 재난 대응 가능

∙재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방정부에 일임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해 중앙정부가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해주어 중앙ㆍ지방 간의 역

할분담을 명확히 함.

∙또한, 국가비상정보관리시스템(NEMIS)에 의해 재난의 감독, 비상

사태 선언, 대응, 복구 및 피해 완화 등에 대한 절차들을 일관되게

관리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초기 긴급 대응과 담당기관별 대응 업

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2.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1) 현황

◦재난유형별 각 개별법에 의한 해당 부처별 분산관리체계

－중앙정부의 내각부에서는 모든 재난을 총괄하고 있으나, 특별한 조

정권 없이 관련 부처 및 기관을 연계하고 인력ㆍ장비ㆍ예산 등을 지

원하는 역할에 집중

∙단, 국가 재난관리를 집행하는 중추기관인 총무성 소방청에서 각종

재난정보를집약ㆍ전파하여재난관리의광역적접근을가능케하며, 

재난관리 의사결정기구로 중앙방재회의와 지방방재회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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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기능

정책총괄반(내각부)
∙국가방재시책의 기획, 입안 및 총괄 조정
∙지정행정기관의 지방지부국이나 기타 국가ㆍ지방행정기관 중 내각총리대신
이 지정

중앙
지정
기관

지정행정기관
(현재 29개)

∙방재와 관련하여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한 국가기관

지정공공기관
(현재 38개)

∙방재와 관련된 공공기관 중 내각총리대신이 지정
 －일본 전신전화(주), 일본 은행, 일본 적십자사, 일본방송협회 등 공공적 

기관이나 전기, 가스, 수송, 통신회사 등

지방
지정
기관

지정지방
행정기관

∙지정행정기관의 지방지부국이나 기타 국가ㆍ지방행정기관 중 내각총리대신
이 지정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하고, 국토 전반의 재해방지를 위한 상호 협조

지정지방
공공기관

∙각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
 －각 기관의 업무와 관계가 있는 방재계획을 작성, 실시하고 도도부현, 시정

촌과 협력

중앙방재회의

∙종합적인 방재행정을 위한 재해대책 조정 및 결정에 대한 사항을 내각총리대
신에게 자문하는 내각부의 부속기관

 －기본방침의 입안이나 종합조정 등을 위한 조사ㆍ심의 및 방재기본계획 
추진

 －회장(내각 총리대신), 각료(내각관방장관을 포함한 20명), 기타 관련 기관 
대표(일본은행 총재, 일본적십자사 사장, 일본국유철도 총재, 일본전신전
화주식회사 사장, 일본방송협회 회장) 등으로 구성

∙사무국 설치
 －사무국장(내각부 정책총괄관), 사무차장(내각부 정책총괄관 방재담당, 소

방청 차장), 기타(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는 국장, 주사-각 성ㆍ청의 과장
급) 등으로 구성

비상
설치
기구

재해대책본부
(재해대책기본법)

∙필요에 따라 정부, 관계성ㆍ청, 지방공공단체가 긴급재해대책을 일괄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

∙비상재해대책본부(본부장 : 방재 담당대신)
 －비상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해야 할 경우, 내각부에 설치
 －종합적인 응급대책을 추진하며, 피해상황에 따라 재해구조법이나 재해조

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긴급재해대책본부(본부장 : 내각총리대신)
 －국가의 경제, 공공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긴급사태를 포고하고 내각부에 설치
∙사고재해대책본부
 －자연재해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종류별로 국가, 공공기관, 지방공공단체 등

이 재해 단계별로 실시할 조치 등을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

지진재해경계본부
(대규모 지진대책 

특별조치법)

∙경계선언 발령 시 국가 및 관계 지방공공단체에 설치
∙지진방재 응급대책 실시

원자력 
재해대책본부 및 

원자력 재해 
현지대책본부

(원자력 재해대책 
특별조치법)

∙원자력 긴급사태선언 발령 시 중앙정부 설치
∙지방공공단체는 재해대책본부 설치
∙원자력 사업자와 함께 긴급사태 응급대책 실시

<표 2-33> 일본 중앙정부 내각부의 방재조직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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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일본 중앙정부 재난관리체계

◦평상시

－내각부의 방재회의에서는 국가의 방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방

재의 기본방침, 방재시책 조정, 비상재해에 관한 조치 등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보좌

∙도도부현, 시정촌에서는 도도부현 방재회의 및 시정촌 방재회의가

설치되어 지역방재계획 및 재해대책 실시

◦비상시

－중앙정부에는 비상재해대책본부(본부장 : 방재담당대신) 또는 긴급

재해대책본부(본부장 : 내각총리대신), 사고대책본부, 지진재해경계

본부가 설치되며, 지방정부에도 비상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긴급

사태에 대한 응급대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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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기본법 ∙재해대책기본법

관리체제 ∙재난유형별 분산관리체계

조직
평상시 ∙중앙방재회의 / 지방방재회의

비상시 ∙비상재해대책본부, 지진재해경계본부, 원자력 재해대책본부 등

재난 시 활동
∙자치단체가 1차적으로 대응
∙대규모 재난발생시 내각총리대신주재의 비상재해대책본부나 긴급재해대책본부를 설
치하여 중앙정부 지원체제 

<표 2-34> 일본의 방재체제

참고 : ｢서울시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한 기본 추진정략 수립 방안(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그림 2-18> 일본 방재조직의 운영체계

<그림 2-19> 일본 재해발생 시 비상재해대책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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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각종 재난관련 조직이 분산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의 내각부에서 재난관련 사고에 대비한 조직 및 기능을 총괄

ㆍ운영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기능과 조직에 못지않은 방재시스템

을 갖추고있으며, 재난의사전예방대책을수립하여조직의기능을극

대화하고 있음.

∙또한, 재해에 안전한 방재도시, 방재국토를 만들기 위해 지역방재

계획 수립, 방재거점ㆍ방재공원 정비, 재해대응정보 및 광역적인

방재 제휴시스템 개선, 도시구조의 방재화 등 다양한 방재대책사

업을 추진

3. 미국, 일본, 한국의 재난관리체계 비교

구분 미국 일본 한국

기본법 STAFFORD법 재해대책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관리체계 통합관리 유형별관리 유형별관리

중앙
조직

∙국토안보부(DHS)
 －연방재난관리청(FEMA)

∙중앙방재회의
 －내각부, 위기관리감(상설)

∙행정안전부(재난안전실)
∙소방방재청(상설)

지방조직
∙지방 위기관리국(EMA)
∙방재담당부서

∙지방방재회의
∙지역 위기관리감
∙소방본부 및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방재담당부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위기관리
방식

∙부처(FEMA)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관리방식

 －네트워크 확립

∙분산적 관리방식
 －업무 및 기능 중심으로 네

트워크 확립

∙부처를 중심으로 한 분산적
ㆍ부분적 통합관리

 －네트워크 미비

재난발생 
시 대응

∙지방자치단체 일차적 대응
∙규모가 큰 경우 연방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 일차적 대응
∙비상재난 시 내각총리대신
주재 비상재해대책본부, 긴
급재해대책본부 설치

∙해당 자치단체가 대응
∙일차적 책임의 불분명, 대규
모 재난시 요청에 따라 지원

<표 2-35> 미국ㆍ일본ㆍ한국의 재난관리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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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제1절 기본 방향

1. 재난의 속성 및 재난관리체계

◦재난의 속성

－재난은 불확실성, 복잡성, 누적성, 인지 차이성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14).

∙재난은 위험의 의미를 내포하고, 위험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의

미하나, 손실의 크기와 발생정도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이 재난 속성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음15).

－재난관리16)

∙재난관리는 위험과불확실성이 본질적 속성인 재난의 발생을 예방

14)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구조와 기능”, 김태윤, 2004.6.
    “지방재난관리조직의 바람직한 구축방안”, 김종성, 2008.3.
15) “재난관리시스템 개편과정 쟁점 분석 및 향후 방향”, 이재은, 2004.
    “The Technical Feasibility of Risk Analysis”, French, Steven P, 1991.
16)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개선방안”, 양기근, 2007.
    “Day-to-Day Management”, Pickett, John H. & Barbara A. Block,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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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이미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신

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정상상태로의 복

귀를 돕는 것임.

구분 세부 내용

불확실성 ∙재난의 발생가능성 및 규모, 발생 후의 전개과정 및 피해정도 등의 불확실성

복잡성
∙재난 자체의 복잡성(재난의 강도, 규모, 다른 재난의 발생) 및 재난발생 후의 관련기관들
간의 관계 복잡성(권한설정, 역할분담, 조정 등)

누적성
∙재난은 가시적 발생 이전부터 오랜 시간 누적되어온 위험요인들이 특정한 시점에서 
표출된 결과

인지 차이성

∙재난에 대한 인지의 차이로 인하여, 정보수집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위험요인이 축적

 －동일한 재난에 대하여 위기관리자는 ‘기술적인 사고’로 여기는 반면, 재난피해자들은 
‘대재앙’으로 인식

참고 : “지방재난관리조직의 바람직한 구축방안”, 김종성, 2008.3.

<표 3-1> 재난의 속성

연구자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비고

Petak, W. J.
(1985)

∙재난관리는 4단계(예방, 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정책 개발과 집행으로 
정의함.

∙타 영역보다 정책 및 정부 간 관계의 중요성, 강한 규제정책 필요성 강조

집행 및 정부
간 관계 강조

May, P. J.
(1985)

∙책임공유의 원칙, 거버넌스의 공유, 이슈의 규제적 집행 강조
∙집행과 정부간 관계가 핵심

집행 및 정부
간 관계 강조

Mushkate, A. H. 
& Weschler, L. F.

(1985)

∙재난관리의 정책과정은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며, 4단계(형성, 채택, 집
행, 평가)를 거쳐야 함.

∙정부 간 관계 중요성 강조

정책 및 정부
간 관계 강조

Comfort, L. K.
(1985)

∙긴급상황 시 다부처 통합과 역할분담 강조
∙조직 내ㆍ외부의 정보공동 검색 프로세스 모델 제시

부처 간 역할 
공유

McLoughlin, D.
(1985)

∙긴급상황 관리에서의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별 역할 제시
 －지방정부 : 공공의 보호와 안전제공을 위해 긴급상황 관리를 개발ㆍ유지
 －주정부 : 지방정부 역할과 유사,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자원 확보, 

정치적으로 배분하는 역할 수행
 －연방정부 : 지방 및 주정부 지원, FEMA는 국가정책ㆍ지침을 통해 

지방 및 주정부의 긴급상황 관리 지원(기술적ㆍ재정적 원
조 등)

∙ 장ㆍ단기적 관점의 긴급상황 시 대응체계 및 역량강화 방안 제시

정부 간 역할, 
역량강화 강
조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표 3-2> 재난관리에 대한 국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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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체계17)는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술, 그에 필요한

인력요소로 구성된 일련의 체계를 의미함.

∙바람직한 재난관리체계는 재난의 특성, 즉 불확실성, 복잡성, 누적

성, 인지 차이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 통합적, 협력

적, 학습적 구조를 가져야 함.

∙재난관리체계의 구축방향은 크게 4가지임, 먼저, ‘유기적 구조’를

위해서는 분권화, 가외성, 탈권위적 조직문화가 요구되며, 둘째, 

‘협력적 구조’를 위해서는 정부 간 수평적 연계와 민간참여의 조

직화가 필요함. 셋째, ‘통합적 구조’를 위해서는 재난관리조직의

통합화와다양한재난정보의종합분석을위한통합재난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되며, 넷째, ‘학습적 구조’를 위해서는 방재인력의

전문화와교육훈련의강화, 재난대응공동매뉴얼작성등이필요함.

참고 : “지방재난관리조직의 바람직한 구축방안”, 김종성, 2008.3

<그림 3-1> 재난 속성에 따른 재난관리체계의 구축방향

구분 주요 내용 주요 효과주1)

유기적 구조 ∙분권화, 가외성 및 탈권위적 조직문화가 필요
∙중첩화, 책임감 강화 및 내부 조직 간 
소통 활성화

협력적 구조 ∙정부 간 수평적 연계체계와 민간참여의 조직화
∙수평적 협력체계, 외적 협력 네트워
크 구축

통합적 구조
∙통합적 지방재난관리조직 및 재난관리 통합정
보시스템 구축

∙조직의 효율화 및 체계화

학습적 구조
∙방재인력의 전문화와 교육훈련의 강화 및 재
난대응 공동매뉴얼 

∙지식축적 기반 확충, 상황 중심적 대
응력 향상

주1)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구조와 기능”, 김태윤, 2004.6.

<표 3-3> 재난관리체계의 기본 구조 및 주요 효과

17) “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 구축 방안”, 주상현․박기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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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대규모 및 잠재적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서울시의 효율적 재난관리

체계는 통합적, 협력적, 학습적 조직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함.

◈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재난관리 조직 재정비를 통한 통합관리체계 확립(기능별 관리 강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관리체계 유지 및 가외성 확보
－전문적 대비ㆍ대응체계 구축(소방기술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

재난관리 기능 주요 추진방향

예방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전문성과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대비ㆍ대응분야
∙모든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비ㆍ대응분야를 일원화하여 고도의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분리 독립

복구분야 ∙응급복구 이외의 항구복구 개념으로 접근

참고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재설계 방향”, 이원희, 2008.

∙비상시 강력한 현장지휘체계 및 범정부적인 협력체계 구축
∙현실적인 재난 통합대응매뉴얼에 의한 위기대응능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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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
∙통합관리체계 구축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및 관련 제도 정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확립
－서울시 재난관리 통합DB 구축

∙협력적 체계 구축
－대규모 재난에 신속한 대응를 위한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일원화
－재난발생 시(화재, 산불 등) 현장 지휘 및 대응체계 개선
－유관기관(군, 경찰), 민간단체 등과의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학습조직 구축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통합대응매뉴얼 작성
－방재인력 전문화 및 교육ㆍ훈련 강화

<그림 3-2> 서울시의 새로운 재난관리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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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관리체계 구축

1) 목표 및 추진 사항 

(1) 목표

◈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부분 통합관리체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담당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산발적인 재난관리체계
를 총체적 관리가 가능한 통합관리체계로 구축
－예방ㆍ복구 기능은 표준화된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투자 및 규제 등 방지

－대비ㆍ대응 분야는 일원화하여 고도의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향상 발전

(2) 주요 추진 사항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설계(부분 통합
관리체계)
－재난관리 기능(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을 하나의 조직에서 조정ㆍ관리하는

‘재난관리 기능별 조직체계’와 인적재난ㆍ자연재난ㆍ사회적재난(안보개념 포
함) 등 재난종류에 따라 각 조직에서 재난을 담당하는 ‘재난유형별 조직체계’
의 융합 형태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확립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서울시 재난관리 통합DB 구축
－다양한 재난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분석 체계 구축

2)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재정비

(1) 추진 방향

◦부분 통합관리체계 구축

－서울시 재난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통합ㆍ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조

직 특성을 발전적으로 융합ㆍ조정하고, 직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

는 부분 통합방식이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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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통합관리체계의 구성
∙재난관리 총괄부서
－재난유형별 담당부서(주관부서)에서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를 통합ㆍ조정ㆍ
협력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ㆍ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조직체계는 재난관리 기능(예방, 대비, 대응, 복구)별
로 재설계하여, 통합적 재난관리업무 수행 체계로 개선

∙재난유형별 담당부서(주관부서)
－각 부서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는 수평적 자율성을 인정하며, 재난관
리 총괄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소방재난본부
－현 조직 내에서 전문분야인 소방기술, 재난 대비ㆍ대응 및 일상적 사고의
집행 관리 등의 분야를 강화

◈ 2004년 소방방재본부(현 소방재난본부) 형식의 소방, 방재, 민방위 업무 등
의 완전 통합체계는 배제

∙완전 통합체계는 실패하였으며, 현재 행정국(방재기획과), 소방재난본부, 비
상기획관 등으로 분리되어 2004년 이전으로 회귀상태임.
－직렬 간 갈등(소방직과 일반행정직 등), 소방재난본부의 총괄 능력 미비,
비상기획관 독립 요구 등 많은 문제점 표출

◦부분 통합관리체계를 위한 실행방안

－현 행정국은 비상기획관을 통합하여 행정안전본부(혹은 행정안전국

(안))로 전환하고, 서울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역할 부여

∙행정안전본부(안)는 평상시 서울시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상설조

직으로, 재난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전반적인 재난발

생 상황을 검토ㆍ분석하며, 재난의 예방ㆍ복구 기능, 안전관리, 민

방위 등의 업무를 관장

－소방재난본부는 현 조직을 유지하되, 소방 및 대응 전문부서 체계로

강화

∙소방, 재난 대비ㆍ대응(긴급구조ㆍ구급) 등 전문분야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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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2009.7.30)｣의 재난관리부서 주요 업무
∙ 제12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5) 안전계획 및 재난 예방ㆍ복구대책 수립ㆍ조정
∙ 제18조(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화재의 예방ㆍ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유지,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긴급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4.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 시행규칙 제9조(비상기획관)
② 비상기획관은 비상계획ㆍ민방위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
다.

(2)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조직 설계

◦총괄부서를 행정안전본부(1안, 2안), 혹은 행정안전국(3안)으로 전환

하는 3개의 대안이 제시되었음(<그림 3-3>, <그림 3-4>, <그림 3-5>). 

－1안(<그림 3-3>)은 행정안전본부를 행정인력기획관, 재난안전기획

관, 비상기획관으로 구분하며, 2안(그림 3-4)은 행정인력기획관과

재난안전기획관이 통합된 행정재난안전기획관 체계임.

∙1안의 재난안전기획관은 재난안전정책담당관(구 방재기획과), 재

난안전대책담당관(신설),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으로 구성되며,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재난관리 총괄역할을 담당함.

∙2안의 행정재난안전기획관은 기존의 총무ㆍ행정ㆍ인사 담당관과

재난안전정책담당관, 재난안전대책담당관,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

관을 전부 관장함.

－3안(그림 3-5)은 행정안전국내 재난관리 실행부서 1과 신설(재난안

전대책과)과 1관 폐쇄(비상기획관을 비상기획과로 전환)를 통한 국

단위 체제임.

∙3안은 조직의 최소화라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안전국장의 임무가

너무 다양화, 비대해지는 단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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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직(안) 장점 단점 비고

1안

∙1본부(행정안전본부), 3기획
관(행정인력기획관, 재난안전기
획관, 비상기획관), 8담당관

∙소방재난본부 현 조직 유지 

∙행정안전본부(구 행정국)에 의한 통합 재난
관리체계 확립

 －방재, 안전관리, 민방위 업무의 통합
∙재난안전기획관은 재난안전정책담당관(구 
방재기획과), 재난안전대책담당관(신설), 특
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으로 구성하여 통합
적 재난관리업무 수행 

∙소방재난본부의 전문성 확보

∙2기획관 신설로 
인한 조직 확대

 －행정인력기획관, 
재난안전기획관

<그림 3-3>
※가장 합리적 

대안임.

2안

∙1본부(행정안전본부), 2기획
관(행정재난안전기획관, 비상기
획관), 8담당관

∙소방재난본부 현 조직 유지 

∙행정안전본부(구 행정국)에 의한 통합 재난관
리체계 확립

∙행정재난안전기획관은 재난안전정책담당
관(구 방재기획과), 재난안전대책담당관(신
설)을 포함한 7담당관으로 구성

∙소방재난본부의 전문성 확보

∙1기획관 신설
－행정재난인력기

획관
∙행정 및 재난관리 
업무 구분 불명확

<그림 3-4>

3안
∙1국(행정안전국), 8과
∙소방재난본부 현 조직 유지 

∙행정안전국(구 행정국)의 조직 최소화
 －재난안전대책담당관 신설
∙소방재난본부의 전문성 확보

∙비상기획관 폐쇄
∙행정안전국의 업
무 비대

<그림 3-5>

<표 3-4> 서울시 재난관리 총괄부서 조직설계(안)의 장ㆍ단점 비교

① 1안 : 1본부, 3기획관, 8담당관(그림 3-3)

◦2관(행정인력기획관, 재난안전기획관) 및 1담당관신설(재난안전대책담당관)

－행정안전본부(구 행정국)내 행정인력기획관과 재난안전기획관 및

재난안전대책담당관 신설, 비상기획관은 행정안전본부로 이관

∙소방재난본부는 현 조직을 유지하며, 소방, 대비ㆍ대응 분야 강화

참고 : 재난안전정책담당관과 재난안전대책담당관의 하부조직은 추후 <표 3-6>, <표 3-7>, 
<표 3-8>, <표 3-9>를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함.

<그림 3-3> 서울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조직(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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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안 : 1본부, 2기획관, 8담당관(<그림 3-4>)

◦1관(행정재난안전기획관) 및 1담당관 신설(재난안전대책담당관)

－행정안전본부(구 행정국) 내 행정재난안전기획관과 재난안전대책담

당관 신설, 비상기획관은 행정안전본부로 이관

∙소방재난본부는 현 조직을 유지하며, 소방, 대비ㆍ대응 분야 강화

<그림 3-4> 서울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조직(2안)

③ 3안 : 1국 8과(그림 3-5)

◦1관 폐쇄(비상기획관), 1과 신설(재난안전대책과)

－행정안전국(구 행정국) 내 재난안전대책과 신설 및 비상기획관 폐

쇄, 민방위담당관은 행정국으로 이관

∙소방재난본부는 현 조직을 유지하며, 소방, 대비ㆍ대응 분야 강화

<그림 3-5> 서울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조직(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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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업무 재설계

① 서울시 행정국 방재기획과 업무 현황 및 주요 문제점

◦현황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 예방ㆍ복구대책 수립ㆍ조정을 분장함(｢서울

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제7항).

방재기획과

 조례 제12조 ∙안전계획 및 재난 예방ㆍ복구대책 수립ㆍ조정

시행규칙 
제19조 제7항

1.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제도 운영 및 정비 
4.｢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업무 총괄ㆍ조정
5.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6.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ㆍ홍보에 관한 사항
7.재난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통계관리 및 사례집 발간
8.재난발생위험시설 지정
9.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관련 제도정비 등에 관한 사항
10.｢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총괄에 관한 사항(신설 2009.03.18)

팀별 주요업무

방재총괄팀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대외 회의자료
∙도시시설물 안전관리강화 대책 추진 총괄
∙시의회, 국회업무
∙위기관리매뉴얼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및 국정시책 평가
∙감사 및 균형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지시사항, 행정정보 공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총괄
∙재난관리체계 구축 총괄
∙보안 및 충무계획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업무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일반서무
∙예산, 일상경비 관련 업무
∙주간, 월간 업무 보고
∙상상뱅크 및 창의
∙나눔과 봉사
∙교육, 표창, 물품 등
∙문서, 워드, 문서접수
∙직원 후생복지
∙봉급 및 수당에 관한 업무

재난예방팀

∙재난예방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업무
∙지역 재난예보시스템 개발 및 관련업무
∙특정관리대상시설 운영관리 총괄
∙자연재난(가뭄, 폭염) 예방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계획 수립해소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계획 수립
∙재난위험시설 장단기계획 수립해소  
∙특정관리대상시설 GIS연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및 사용자 교육관련

안전문화팀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재난관련 민간단체 관리 등 민관 협력업무
∙설, 추석 명절 등 안전문화 홍보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ㆍ정비)

∙어린이 놀이시설 업무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재난연감 자료 작성
∙재난사례집 및 재난기사모음집 발간

기반체계
보호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재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국가기반보호시스템(IPMS)관리에 관한 업무
∙안전진단 전문기관 신청 처리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표 3-5>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행정국 방재기획과 주요 업무

◦주요 문제점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국가기반재난) 등 서울시 재난관리

를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업무 기능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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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시설 및 국가기반시설 등 주요 시설물 관리 업무에

집중(｢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

∙‘안전관리계획의수립ㆍ조정및총괄’에대한업무는이를체계적으

로관리하기위한제도(관련조례)가미비하여, 관련부서(재난유형별

담당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부족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 분석 및 관리 체계 관련 업무 부재18)

②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한 업무 재설계 

◈ 재난관리 총괄부서(행정안전본부(안))의 업무 재설계를 위한 주요 업무 도출방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방재기획과 업무(기존업무)를 기본으로, ｢재
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재난관리 총괄업무(신규업무) 도출
－기타 재난관련 법령19)에 의한 주요 업무는 점진적으로 추가 예정

∙업무 재설계
－총괄부서의 조직설계(안) 중 1안을 기본으로 행정안전본부(안)와 재난안전정
책담당관 및 재난안전대책담당관의 주요 업무 재설계(<표 3-6>)
ㆍ소방재난본부 및 비상기획관 소관업무는 기존 업무 유지(<부록 2>, <부록

3> 참조)

◦행정안전본부(안)의 주요 신규업무 내용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국가기반재난)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재난 예방 및 복구 대책 업무 추진

∙도시생활 공간의 복합ㆍ밀집화, 다중이용시설의 증가, 산업시설의

대형ㆍ노후화 등에의한 인적재난 감소정책과 시민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수립(어린이 안전사고, 승강기 안전관리, 자전거 안전시

설 개선, 도로교통 안전관리, 폭발사고 등)

18)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및 제74조(재
난관리의 표준화 등))

1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해경
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풍수해보험법｣, ｢지진재해대책법｣, ｢소하천정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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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20)와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악성 자연재난들에

대한 체계적 예방대책 수립

∙서울시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난정보 통합DB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서울시 ‘재난및안전관리사업’21)들의효율적추진ㆍ관리를 위한 재

난유형별 담당부서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감리22)

본부/기획관 주요 업무

행정
안전
본부

∙기존업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2조)
 1.청사운영ㆍ시설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2.인사, 후생복지, 인력개발, 직무분석 및 공무원평가에 관한 

사항
 3.자치구 행정ㆍ재정 지원 등 자치구업무에 관한 사항
 4.민간협력ㆍ자원봉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안전관리계획 및 재난예방 복구대책 수립ㆍ조정

∙신규업무(안)
 6.재난및안전관리 관련 법ㆍ제도 운영 및 정비
 7.재난및안전관리사업 감리
 8.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업무
 9.통합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지진 재난관리
11.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보호구역 개선
12.승강기 안전관리, 자전거 안전사고 및 도로

교통 개선사업
13.안전문화 및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기
획
관

행정인력
기획관

∙총무담당관(구 총무과)         ∙인사담당관(구 인사과)∙인력개발담당관(구 인력개발과)  ∙행정담당관(구 행정과)
∙현 조직의 업무와 동일(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
치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재난안전
기획관

∙재난안전정책
담당관

(구 방재기획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업무∙위기관리매뉴얼에 관한 업무∙재난및안전관리 관련 법ㆍ제도 운영 및 정비

∙재난및안전관리사업 감리∙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 운영∙재난안전 교육ㆍ훈련ㆍ홍보에 관한 사항∙안전문화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재난관리기금의 심의 및 관리

∙재난안전대책
담당관(신설)

∙재난예방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가뭄, 폭염, 지진 등 자연재난관리∙지역 재난예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통합 재난관리정보시스템)∙특정관리대상시설 운영관리 총괄∙재난위험시설 해소 대책∙국가기반시설 관리∙재난위험도 및 재난지도 작성

∙재난지표 개발 및 관리∙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업무∙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수립ㆍ홍보∙안전사회조성 종합계획 수립∙승강기시설 안전관리∙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증진 정책∙자전거 안전사고 및 안전시설 개선∙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재난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통계관리 및 사례집 발간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구 특별사법경찰지원과) ∙현 조직의 업무와 동일

비상
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현 조직의 업무와 동일

참고 : 위 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행정국 방재획과 업무 등을 기본으로 작성된 <표 
3-7>, <표 3-8>, <표 3-9>의 종합 내용이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재조정될 수 있음.

<표 3-6> 서울시 재난관리 총괄부서(행정안전본부(안))의 통합 재난관리를 위한 주요 업무 총괄표(안)

20) 지진관련 업무는 현재소방재난본부 소관으로되어있으나, 통합적재난관리체계를구축
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총괄부서로의 이관이 필요함.

21) 재난및안전관리사업은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의 예산 집행 사업임. 
22) 감리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절(｢3)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및 관리체계 확립｣
의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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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의 행정안전본부(안) 업무 총괄표 작성을 위한 세부 내용

∙<표 3-7>, <표 3-8>, <표 3-9>은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과 ｢자

연재해대책법｣의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한 주요 세부 업무임. 이를

기반으로 <표 3-6>의 총괄표가 작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추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재조정될 것임.

근거법 구분 신규업무 현행 업무의 보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법ㆍ제도 ∙재난 및 안전 관리 법규 관련 업무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재난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
영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업무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업무

재난의 예방

∙재난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재난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자치구청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업무∙재난위험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재난발생 대비 교육ㆍ훈련ㆍ홍보에 관한 업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련 업무∙국가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응급대책
∙서울시 종합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업무∙재난사태 선포지역에 대한 업무∙위험구역에 관한 업무

∙지역 재난 예ㆍ경보체계에 관한 업무

복구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업무

재정 및 보상 ∙재난관리기금의 심의ㆍ관리에 관한 업무

안전개선주1) 및 
안전문화

(보칙)

∙안전사회조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조정∙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홍보∙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업무∙재난관리 거버넌스 관련 업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추진∙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생
활안전 증진 정책

재난관리표준화 ∙통합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자연
재해

대책법

자연
재해
의 

예방
및

대비

자연재해 
경감협의 및 
위험지구정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재해경감대책협의회에 관한 업무∙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 업무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관한 업무

풍수해

∙수방기준 운영에 관한 업무∙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에 관한 업무∙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업무∙가뭄, 폭염 등 재해지도 제작ㆍ활용에 관한 업무

설해 ∙설해예방 및 경감 대책에 관한 업무∙상습설해지역 관리에 관한 업무

가뭄
∙가뭄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가뭄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상습가뭄재해지역에 관한 업무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통합 재난정보관리체계 구축 업무∙지역긴급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가뭄, 폭염 등 재해유형별 행동요령 작성
에 관한 업무

재해복구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업무∙가뭄, 폭염 등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자연재해 저감연구 
및 기술개발 ∙자연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육성

보칙 ∙시민여론 및 자연재해의식조사 실시

주1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729호, 2009년 9월 15일 일부 개정)｣ 제3조(직무) 및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실 안전개선과 업무 참조

<표 3-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표 3-8>), ｢자연재해대책법｣(<표 3-9>)의 세부업무에 대한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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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규업무 현행 업무의 보완

법ㆍ제
도

∙재난 및 안전 관리 법규 관련 업무
 －서울특별시 재난및안전관리 관련조례 제정 및 개선

안전
관리
기구
및

기능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재난종합상황실)의 설치ㆍ
운영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종합상황실, 물관리국 하천관
리과 풍수해대책 상황실과 연계 운영

ㆍ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3조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업무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필요
ㆍ｢서울특별시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

례｣ 제17조
ㆍ법 제16조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1.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재난발생의 방지와 피해의 예

방ㆍ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2.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현장 구조ㆍ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3.재난사고 원인의 조사
 4.사상자의 관리 및 피해상황의 조사
 5.이재민의 수용ㆍ구호 및 피해지역ㆍ시설의 응급복구
 6.재난사항의 신고접수ㆍ전파ㆍ보고 등 재난상황의 관리
 7.피해보상의 조정ㆍ중재 등
 8.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서의 조치
 9.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10.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
 11.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기반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안전
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업무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조

례(안)｣23)를 제정하여, 재난ㆍ안전관리사업 관련 
예산 검토 및 사업관리

ㆍ법 제24조

재난의
예방

∙재난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재난관리 총괄부서(방재기획과)에서 재난방지시설을 

총괄 관리하며, 각 시설 정비는 관련 주관부서에서 수행
ㆍ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제35조
∙재난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재난유형별 재난위험도평가 및 개선대책
 －통합 재난관리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
ㆍ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자치구청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업무
 －본청 재난관리 총괄부서는 정기적으로 각 구청에 

대한 재난관리체계를 평가하여 서울시재난관리위
원회에 보고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

ㆍ관련 조례 제정 및 방침 필요
ㆍ현행 법 제29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

기관을 평가하도록 규정
∙재난위험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재난발생 우려 시설ㆍ지역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실시 

및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에게 긴급안전조치 명령
ㆍ법 제30조 및 제31조
∙재난발생 대비 교육ㆍ훈련ㆍ홍보에 관한 업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재난예방 교육 및 홍보계

획 수립 의무화
ㆍ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34조(개정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련 업무
 －재난위험시설의 장ㆍ단기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정

비대책 제시(관련 예산 확보 추진)
ㆍ법 제26조 제1항 제5호
ㆍ법 제27조
∙국가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에 국가기

반시설의 구체적인 관리 대책 수립(관련 예산 확보 
추진)

ㆍ법 제26조 제1항 제7호

<표 3-8>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통합적 재난관리에 대한 세부업무 내용

23) <부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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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규업무 현행 업무의 보완

응급
대책

∙서울시 종합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업무
 －재난 총괄부서는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

울시 종합 재난응급대책을 수립하며, 재난유형별 담당부
서(주관부서)는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
립ㆍ시행

ㆍ법 제35조
∙재난사태 선포지역에 대한 업무
 －재난 총괄부서는 재난사태 선포지역에 대한 재난경보의 

발령, 대피명령, 응원, 소속공무원의 비상소집 등 긴급조
치사항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ㆍ법 제36조 제4항
∙위험구역에 관한 업무
 －위험구역의 선정기준 및 지정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

고, 해당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ㆍ법 제41조
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

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지역 재난 예ㆍ경보체계에 관한 업무
 －지역 재난 예ㆍ경보체계구축 종합계획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ㆍ위험구역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의 선정기준, 

예ㆍ경보기준 설정, 예ㆍ경보시스템(CCTV, 
음성통보시스템 등) 설치, 대피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ㆍ법 제38조의2

복구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업무
 －특별재난지역 및 대규모 재난 발생 지역에 대한 재난복

구계획 수립ㆍ시행
ㆍ법 제60조 및 제61조의2

재정
및

보상

∙재난관리기금의 심의ㆍ관리에 관한 업무(개선사항)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실질적 확대 조치 필요
ㆍ(예) 위험구역 주민 이주대책 등(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

행령 제74조)
ㆍ｢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제5조
 －구호계정 및 재난계정 기금운용관에 행정국장 포함 
ㆍ｢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제6조
 －재난계정 운용에 “인적재난” 관련 사항 추가(담당 : 방재

기획과장)
ㆍ｢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설치ㆍ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

※참조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심의ㆍ관리에 관한 업무

는 물관리국 하천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재난관리 총괄부서 담당과장(방재기획
과장)은 단지 위원으로만 위촉되어 있음(｢서울
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제7
조의2 제4항).

 ㆍ따라서, 재난관리 총괄부서 담당과장도 직접
재난관리기금의 심의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조례의 개선 필요

안전
개선
및

안전
문화
(보칙)

∙안전사회조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조정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홍보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업무
∙재난관리 거버넌스 관련 업무
ㆍ법 제70조 제1항
ㆍ｢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추진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생활안전 
증진 정책

재난
관리 

표준화
(보칙)

∙통합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

율적 추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통신체계 구축
ㆍ법 제74조 제2항

안전
관리 

자문단
(보칙)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
ㆍ법 제75조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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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규업무 현행 업무의 보완

자연
재해
의 

예방
및

대비

자연
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
지구
정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간사에 재난

관리 총괄부서 담당과장(방재기획과장) 추가 필요

ㆍ법 제4조 제5항(｢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보완)

∙재해경감대책협의회에 관한 업무
  1.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ㆍ대응 및 복

구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ㆍ자연재해 유형별 재해위험성 평가 및 적용
  2.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3.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ㆍ연구
  4.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

을 위한 의견 제시
  5.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ㆍ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3조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 업무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수립
ㆍ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참조
 －현재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의 장은 물관리국장이며, 간사는 하천관리과
장임(｢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ㆍ방재기획과장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재
난(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국가기반
재난))을 총괄ㆍ관리하므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사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함.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피해조
사 및 복구지원에 관한 업무

ㆍ법 제9조

풍수
해

∙수방기준 운영에 관한 업무
 －수방기준 적용대상 시설물 등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

인 시, 수방기준 적용여부 확인(수방기준 제정은 소방방
재청 업무)

ㆍ법 제17조 제4항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에 관한 업무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ㆍ수해복구사업 

등 재해경감사업 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적용 권고(기준 제정은 소방방재청 업무)

ㆍ법 제18조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업무
 －내풍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풍설계기준 적합성 확인 후 허가(기준 제정은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업무)

ㆍ법 제20조
∙가뭄, 폭염 등 재해지도 제작ㆍ활용에 관한 업무
 －가뭄, 폭염, 강풍, 대설, 황사 등 자연재해 경감 및 신속

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위한 재해지도 제작 및 활용
ㆍ법 제21조

설해

∙설해예방 및 경감 대책에 관한 업무
ㆍ법 제26조
∙상습설해지역 관리에 관한 업무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 대책 수립
ㆍ법 제26조의2, 제26조의3

가뭄

∙가뭄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
ㆍ법 제29조
∙가뭄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
 －수원함양 및 기능 유지를 위하여 보안림의 지

정ㆍ관리, 조림, 퇴적토 준설, 지하수자원 인공
함양 및 순환 등 필요 조치 실시

ㆍ법 제32조
∙상습가뭄재해지역에 관한 업무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 중ㆍ장기 대책 수립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ㆍ고시
ㆍ법 제33조

<표 3-9> ｢자연재해대책법｣의 통합적 재난관리에 대한 세부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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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규업무 현행 업무의 보완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통합 재난정보관리체계 구축 업무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통합 재난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관리 표준화 내용 참조)
 －재해정보체계 교육 및 훈련 실시
ㆍ법 제34조, 시행령 제25조의2∙지역긴급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

한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계획 수립
ㆍ법 제36조, 시행령 제28조∙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자연현상(하천범람ㆍ호우ㆍ태풍, 지진 등)으로 대규모 

인명ㆍ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및 지역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ㆍ법 제37조

∙가뭄, 폭염 등 재해유형별 행동요령 작성에 관
한 업무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지
역여건에 적합한 재해유형별 상황수습 및 대
처 행동요령 작성 및 활용

ㆍ법 제45조

재해
복구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업무
 －자연재해 발생한 경우, 즉시 재해복구계획 수립 및 조정
ㆍ법 제46조∙가뭄, 폭염 등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ㆍ법 제46조의2

자연재해
저감연구 

및 
기술개발

∙자연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육성
 －시민의 생명ㆍ재산 및 주요기간시설의 보호를 위한 자연

재해예방기법 및 자연재해저감기술의 개발과 발전
ㆍ법 제58조 제2항

보칙

∙시민여론 및 자연재해의식조사 실시
 －자연재해저감정책의 발전을 위한 주민의사를 정책에 반

영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조사 실시
ㆍ법 제67조

<표 계속>

－기타 재난관련 법령의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한 추가 업무 사례(안)

∙이번연구에서는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초고층및지하연

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24)에 대해서만 정리하였

으나, 추후관련법령들에통합적재난관리내용은보완하는것이필요함.

구분 신규업무

붕괴위험
지역의 지정 및 관리

∙급경사지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장)에게 결과 통보(법 제5조)
∙붕괴위험지역 관리에 관한 업무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위험도평가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 후,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법 제6조)
 －현지조사 및 계측관리 실시(법 제7조, 제8조),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법 제9조), 

위험표지의 설치(법 제11조)

붕괴위험지역의 
정비계획 수립ㆍ추진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관한 업무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법 제12조)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명령, 대피명령(법 제17조, 제18조)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업무
 －현황자료, 준공도서, 토질조사 등에 관한 DB 구축, －지반재해위험지도 작성(법 제20조)

<표 3-1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통합적 재난관리 추가 업무 사례(안)

24) 의안번호 4323 : 유정현의원 대표발의(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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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규업무 비고

예방 및 
대비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초고층 등 건축물 설치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

ㆍ계획 수립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난영향
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법 제6조, 제7조(사전
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에 관한 업무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법 제9조 및 
제10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관련 업무
 －관계지역 안에 초고층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2

이상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 
(법 제11조)

∙통합안전점검 관련 업무
 －관리주체는 통합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

도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법 제12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제7조)
 1.종합방재실 설치 및 재난관리종합시스템 구축 계획
 2.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3.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4.소방설비ㆍ방화구획 및 피난안전구역 설치계획
 5.방ㆍ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6.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7.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8.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9.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포함 내용(제9조)
 1.재난 유형별 대응ㆍ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2.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3.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계획
 4.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ㆍ운영
 5.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6.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7.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안

전관리계획
 8.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9.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통합안전점검 내용(제12조)
 1.｢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안전점검
 2.｢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의한 소방검사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에 의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
점검

 4.｢주택법｣ 제50조에 의한 안전점검
 5.｢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의한 정기검

사 및 수시검사
 6.｢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

시검사
 7.｢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한 정기검사와 동법 제

66조의2에 의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전기
안전점검

재난
대응
및

지원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에 관한 업무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응급구조ㆍ구호, 화재진

압, 수습ㆍ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법 제22
조)

보칙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업무 
(법 제29조)

<표 3-11>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통합적 재난관
리 추가 업무 사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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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확립

◦효과적인 통합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안전

관리계획’의 ‘재난및안전관리사업’25)들에 대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협의ㆍ조정ㆍ관리 기능 확보가 필수

－법정계획(｢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인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계획’ 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

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필요

◈ 현재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문제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7항(2009.7.30)의 행정
국 방재기획과장 사무분장에서는 ‘1. 안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이 명시
되어 있음.
－그러나, 방재기획과에서는 재난유형별 담당부서(주관부서)에서 ‘재난및안전
관리사업’들의 추진 계획만을 통보받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므로,
각 사업에 대한 협의ㆍ조정ㆍ관리 등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ㆍ일부 ‘재난및안전관리사업’들의 중복 투자방지 등 효과적 사업관리를 위해서
는 현행 행정국장 사무분장 내용을 근거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

◦｢서울특별시안전관리계획의세부수립및관리체계확립을위한조례｣26) 

제정(안)의 주요 내용(부록 4)

－재난 유형별 재난ㆍ안전관리계획은 각 주관부서(재난유형별 담당부

서)에서 수립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검토ㆍ조정을 실시

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예산투입 사업은 총괄부서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후 통보하면 각

주관부서에서 발주 및 계약하며, 2억원27) 이상(안) 투입되는 사업

들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감리 수행

25) ‘재난및안전관리사업’은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의 예산 집행 사업들로서, 2008년 예
산은 9,87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예산(19조4천3백억원)의 약 5%에 해당함.

26)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2007.11.1)｣을 참조하여 작성함.
27) 감리대상사업 규모는 추후 서울시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협의로 결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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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3장 재난및안전관리사업의 발주’, ‘제4장 사업수

행의 관리 및 검수’, ‘부칙’ 등으로 구성

참고 : 관련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부록 4> 참조

<그림 3-6>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절차(안)

4) 서울시 재난관리 통합DB 구축방안28)

(1) 목표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한 다양한 재난정보의 종합DB 및 분석 시스템

구축

－이를 통하여,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탐지하고, 주거환경 및 시설물

28) ｢도시재난 감소를 위한 재난위험도평가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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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등 재난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

보하고자 함.

◈ 서울시 재난관리 통합DB 구축을 위한 근거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4.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
리규정의 제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 (재난관리의 표준화 등)
②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 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
대응ㆍ복구 등의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재난관리 통합DB 구축의 기본 방향

◦공간정보 기반의 통합ㆍ개방형 구조를 가지며, 다른 관련 DB와 연계

ㆍ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

∙통합ㆍ개방형 DB
－다양한 재난관련 정보의 통합DB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활용ㆍ공유가
가능한 개방형 DB

∙공간정보 기반의 DB
－GIS 등 공간정보체계 활용 및 분석이 가능한 DB

∙연계ㆍ융합적인 공간정보 DB
－유비쿼터스, 디지털 기기, 통신, 콘텐츠 서비스 등과의 연계 및 융ㆍ복합

(3) 재난관리 통합DB 구축 범위 및 내용

① 통합DB 구축 범위

◦재난발생현황정보 등 3종류의 대분류 체계로 구성(안)

－재난발생현황정보

∙중분류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 등 3종류로, 소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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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에 대한 재난유형별 발생정보로 구성

－도시구성요소정보

∙중분류는 자연환경, 시설물, 인문ㆍ사회정보 등 3종류로, 소분류는

각각에 대한 세부 관련 현황정보로 구성

－재난관리사업 및 평가정보

∙중분류는 시청, 구청, 시민안전의식조사 등 3종류로 구성되며, 소

분류는 재난예방ㆍ대응ㆍ복구사업, 구청의 재난관리현황 및 재난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정보 등이 포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재난발생
현황정보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 ∙재난유형별 발생정보

 －상세피해정보 포함
 －인적재난은 국가재

난정보센터의 10가
지 안전사고 유형 
포함

인적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자동차, 철도, 지하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가스, 산불사고, 전기사고, 대형공사장, 지하철공사
장사고, 농기계, 물놀이, 폭염, 어린이, 기계, 승강기, 
산악, 추락 등

국가기반재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전염병확산 등

도시구성
요소정보

자연환경
∙기상ㆍ기후, 지형ㆍ지반정보, 하천
∙생태, 산림, 토양, 토지이용, 대기
∙영상정보

∙서울시에서 이미 구
축된 GIS 공간정보를 
기본으로 함.

시설물
∙건축물, 도로ㆍ교통시설, 도시가스, 전기, 정보ㆍ통
신, 상ㆍ하수도, 공동구 등

∙소방시설, 위험물시설

인문ㆍ사회
∙인구, 주소, 행정구역, 지적, 토지
∙도시계획, 부동산, 산업

재난관리
사업 및
평가정보

시청 ∙재난예방ㆍ대응ㆍ복구사업

∙서울시안전관리계획 
및 서울서베이 참조

구청 ∙재난관리평가

시민안전의식조사 ∙재난안전, 사회안전, 교통안전, 시민대응능력 등

참고 : ｢도시재난 감소를 위한 재난위험도평가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표 3-12> 서울시 재난관리 통합DB 구축을 위한 기본정보 분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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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도시재난 감소를 위한 재난위험도평가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그림 3-7> 서울시 재난관리 통합DB 구성도(안)

◈ 기본 응용시스템 개발
∙기본 데이터 관리 및 기초 분석시스템을 우선 개발하고, 연차적으로 응용시스
템 개발을 추진함.

기본 시스템 주요 기능 세부 기능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재난발생정보ㆍ도시구성요소정보ㆍ재난관리사
업 및 평가정보 관리

∙자료 입ㆍ출력, 검
색, 편집, 갱신

∙기본 통계 분석
∙지도 제작
∙타 DB와 연계 및 
변환

∙재난위험도평가분석시스템 ∙단계적으로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유형별로 개발 

∙재난지표관리시스템 ∙재난관리 지표 산출 

∙재난지도작성시스템
∙위험지역 및 재난발생지역(시설붕괴위험지역, 화
재발생지역, 침수지역, 교통사고지역 등)

∙재난관리평가시스템 ∙재난안전사업관리 및 구청의 재난관리업무 평가

② 통합DB 구축을 위한 세부 목록(부록 6)29)

◦재난관리 통합DB의 소분류에 대한 주요 속성정보들은 ｢도시재난 감

소를 위한 재난위험도평가방안｣(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에서 정리

된 기본 내용만을 <부록 6>에 제시함. 

29) ｢도시재난 감소를 위한 재난위험도평가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세부 목록은 추후 본 사업과정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 재난유형 및 분석내용 등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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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명 시청 구청 주요기능 유형

도로관리시스템 도로관리담당관 토목과 ∙도로시설물 정보 조회 C/S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도시정비

∙도시계획입안,정책결정 ,경관관리
WEB,
C/S

항공사진웹검색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항공사진 검색 WEB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지리정보담당관
건축/주택/교통
행정/토목/도시

계획/지적등
∙공통공간 DB 조회 및 행정정보 연계

WEB,
C/S

수치지형도유통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수치지형도(dwg) 다운로드 WEB

SDW 공간 DB 
유통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지리정보 Shape file 다운로드 WEB

GIS 포털 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지도검색, 생활지리정보 제공 WEB

지반정보관리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지반시추공 정보조회 WEB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정보조회 WEB

국가지리정보
유통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수치지형도 판매 WEB

새주소통합관리시스템 행정과
주민자치

/부동산정보
∙새주소 DB 관리 WEB,

C/S
새주소안내시스템 행정과 총무과 ∙새주소 대시민 안내

119종합방재
전산정보시스템

소방재난본부 ∙119신고자 위치표시 및 정보지원

C/S
차량동태관리시스템 소방재난본부

∙지휘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141대) 
위치파악(4초간격) 및 원격지령

도시생태현황도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CD
제작

도로굴착복구
관리시스템

도로관리담당관
∙도로굴착 허가신청, 처리업무, 허가
승인,부담금 산정 부과, 공사관리 등

WEB

토지종합정보망 토지관리과 지적과 ∙토지행정 6대업무, 토지정보열람
WEB,
C/S

도로표지관리시스템 교통운영담당관 교통행정 ∙도로표지 설치, 안내체계 검토 결정 C/S

대중교통체계안내
홈페이지

교통정보반
∙버스노선 검색, 실시간 버스 위치 안
내 등 대중교통체계 안내

WEB,
C/S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주차계획담당관 교통지도과
∙주차관련 기초자료 DB 구축, 지번과 
주차장정보 연계, 각종 통계분석

C/S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물재생계획과 토목/하수과
∙하수관망 관리, 공사ㆍ이력 관리, 관
거 CCTV 및 육안조사 자료관리

C/S

상수도관리시스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관망 관리, 공사ㆍ이력 관리, 누
수관리, 시설관리, 민원관리

C/S

수질오염관리시스템 물관리정책과 환경/청소
∙폐수배출업소관리, 수질오염원에 대
한 위치 현황관리

C/S

하천관리전산시스템 하천관리과
치수방재과
(재난치수과)

∙하천대장ㆍ조서관리, 시설물 및 공
사 관리, 침수위험지역 관리 등

C/S

지하수이용실태시스템 물관리정책과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수량 등)

C/S

문화재 연혁관리(DB) 문화재과 ∙서울시 소재 부동산 문화재 DB WEB

주1 : 서울특별시 지리정보담당관 내부자료(2005)를 일부 수정ㆍ보완하였음.

<표 3-13> 서울시 GIS 운영현황(시청 및 구청) (서울시, 2005)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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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적 체계 구축

◈ 주요 추진사항
∙대규모재난에신속한 대응을위한 ‘중앙 및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의일원화
∙재난발생 시(화재, 산불 등) 현장지휘 및 대응체계 개선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

1) 대규모 재난30)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기

능의 일원화

(1) 현황 및 문제점

◦행정안전부 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의 이원화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차장은 소방방재청장(자연재난 및

인적재난)과 행정안전부 제2차관(사회적재난)으로 이원화

∙소방방재청장은소관재난에대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중앙긴

급구조통제단’의장임에도불구하고, 소방방재청장및차장등이 ‘중

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음. 또한, 대형재난

발생시국무회의에서주요한사항에대해심의ㆍ의결해야하나, 소

방방재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에 한계

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

근거 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ㆍ운

영조례 제18조

설치장소 및 본부장
∙설치장소 : 행정안전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본부장 : 시장 

구성

차장
∙행정안전부 제2차관(사회적재난)∙소방방재청장(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행정1부시장(사회적재난)∙행정2부시장(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총괄조정관 ∙소방방재청 차장(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 ∙경영기획실장

통제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업무국장(사회적재난)∙소방방재청 자연ㆍ인적재난 담당국장

∙해당 재난 수습 주무부서의 실ㆍ국ㆍ본부장

담당관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팀장∙소방방재청 자연ㆍ인적재난 담당과장
∙해당 재난 수습주무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실장)

실무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 공무원

<표 3-1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내용

30)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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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의 이원화

－본부장은 시장이나, 차장은 행정제1부시장(사회적재난(국가기반재

난))과 행정제2부시장(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으로 이원화

∙특히, 대규모 재난 발생 시(지역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가 필요한 경우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의 이원화로 인하

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하부조직 간의 업무 중복, 업무처리

지연 등 구조적 문제점 발생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ㆍ운영조례

∙ 법 제14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 시행령 제15조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②... 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

에 관한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은 소방방재청장
이 되고...

 ③... 법 제3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한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되고...

∙ 법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②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조례 제18조 (구성 등)
 ①대책본부(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부장ㆍ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
관 및 담당관을 둔다.

   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2. 차장은  법 제3조제1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

는 재난인 경우는 행정2부시장이 되고, 법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재난인 경우는 
행정1부시장이 되어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경영기획실장이 되며 본부장
과 차장을 보좌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무
하는 실‧국ㆍ본부의 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5. 담당관은 수습주무 부서의 과장이 되며 통제
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실
장이 된다.

<표 3-1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법령 

(2) 개선방안

∙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행정안전부
로 일원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에게 총괄ㆍ조정기능을 부여(안)하고, 실제 수습은 재난별로
행정제1부시장(사회적재난)과 행정제2부시장(자연 및 인적재난)이 분담(｢서울
특별시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ㆍ운영조례｣ 제18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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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발생 시(화재, 산불 등) 현장 지휘 및 대응체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다원화된 현장지휘체계로 효율적 대응 곤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소방방재청장(중앙)과 소방본부장(지역)

이 중앙 및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재난현장에서 지휘ㆍ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법령에서는 재난유형에 따라 책

임기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

체계 혼란 및 지휘권 약화를 초래

∙이로 인한 재난현장 지휘ㆍ통제의 중복ㆍ혼선은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 실패를 초래하고,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

∙대형재난 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군, 관련 공무원등에 대한 지휘, 

조정권이 부여되지 않아 효과적인 현장대응 실패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 제49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
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중앙통제단에는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된다.
∙법 제50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①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
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
를 위하여 시ㆍ도의 소방본부에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ㆍ군ㆍ구
의 소방서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②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된다.

<표 3-16> 중앙 및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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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09.11.28]
∙법 제53조 (산불의 예방 및 진화)
②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과 진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그 체계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
생한 경우에는 이를 진화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7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등)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경우 산불현장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진화를 지
휘하고, 진화대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항공기, 산불유관기관 또는 민간
항공기를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
진화반을 설치하고 지휘반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령 제57조의2 (통합지휘본부장)
①산불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산불피해면적의 규
모가 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지휘본부장이 된다.[본
조신설 2007.3.22]

<표 3-17> 현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의 산불 현장통합지휘본부장(사례)

◈ 산불 현장지휘체계 문제점 및 개선 추진 사례(산림청 및 소방방재청)
∙현황 및 문제점
－산림청
ㆍ｢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과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에 의

거, 산불의 규모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림담당과장
이 현장지휘관이 됨.

－소방방재청
ㆍ｢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소방방재청장 및 소방본부장을 중앙 및 지

역통제단장으로 하여 현장지휘 임무 부여
∙개선방안
－｢산림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산불의 예방 및 진화) 및 시
행령 제57조(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등) 개선
ㆍ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 제53조는 2009년 6월 9일 개정(삭제)되었으
며, 시행일은 2010년 3월 10일임.

 (참고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재설계 방안”, 이원희, 2008.2)

<표 3-18> 산불 현장지휘체계 문제점 및 개선 추진 사례



80  서울시의 새로운 재난관리체계 구축

(2) 개선방안

∙소방방재청장(중앙) 및 지역의 소방본부장(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현장통
제관으로서 유관기관 동원ㆍ지휘를 위한 적정 권한 부여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 조정
ㆍ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은 소방감(2급)에서 소방정감(1급)으로 상향
조정됨(2009. 9. 25).

∙기타 관련법령(｢산림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의 현장지휘체계에 대
한 사항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체계로 일괄ㆍ통일하여 현장지휘체계의 일
원화 추진

3)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대규모 재난발생 시 공공부분의 역할만으로는 신속한 해결 불가능

－재난의대형ㆍ복합화로인하여재난대응체계가지자체관할범위를벗

어나고 있으며,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공조협력 체계에 한계성 노출

◈ 사례 : 태안기름유출사건(2007.12.7)
∙사고발생 시 대응 문제점
－현장지휘권 이원화에 의한 지휘체계 혼선
ㆍ해양오염발생 시 총지휘권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있는 반면, 해양오염방재업
무는 해양수산부(해양환경관리공단)에 있음.

ㆍ육상폐기물 처리는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와 태안군(지자체)에서 담당
－방재활동과정의 혼선
ㆍ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복잡한 지휘체계로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 및 민간
단체와의 소통 곤란(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 부재)

∙추후 개선사항
－현장지휘체계 및 방재활동과정의 개선
ㆍ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해양수산부장관(피해보상 등), 해양방재활동은 태안
군대책본부(본부장 : 태안군수) 중심으로 정비하여, 바다쪽 방재는 해양경
찰청, 육지쪽 방재는 태안군에서 각각 수행

ㆍ통합지휘본부 구성을 통한 민간단체(자원봉사단체 등)의 협조체계 확립과
군ㆍ경찰의 인력 및 중장비 협조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제3장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81

(2) 개선방안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및 현장과의 소통문제를 통솔ㆍ지휘할 통합지휘본부 설
치
－신속한 초동대응체계 확립과 대규모 재난발생 시 관리 주체 간 혼선 방지

∙군부대, 경찰, 관련 민간단체들과의 공조ㆍ협력체계 강화
－실제로 지자체에는 이들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권한이 없
으므로, 비상 시 관련 조직들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원활한 제도적 장
치 마련이 필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본부장의 권한 등))

3. 학습조직 구축

◈ 주요 추진사항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통합대응매뉴얼 작성
∙방재인력 전문화 및 교육ㆍ훈련 강화

1)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통합대응매뉴얼 작성

(1) 국가 및 서울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현황

① 중앙정부

◦2004년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31)｣을 수립하여 3개 분야(안보, 재난, 국가

핵심기반), 33개 위기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추진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2008년 10월,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에

서 안보분야 12개 위기유형, 행정자치부에서 재난 및 국가핵심기반

분야 21개 위기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관리

∙2009년 8월,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추진 중(이춘석의원 외 9인 발의, 

의안번호 5733)

31) 대외비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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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총괄 담당부서 추진내용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대통령훈령 제124호, 2004. 
7.12)｣ 수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3개 분야, 33개 위기유형별 위기관
리 표준매뉴얼 작성 추진

 －전통적 안보 분야(13개), 재난 분
야(11개), 국가핵심기반 분야(9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대통령훈령 제229호, 
2008. 10)｣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2008.7)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폐지

∙1개 분야(안보), 12개 위기유형별 
위기관리표준매뉴얼

∙행정안전부(2008. 5)
∙2개 분야(재난, 국가핵심기반), 21
개 위기유형별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추진 중(2009.8)

∙행정자치부(안)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을 위한 법

적 근거 마련

∙이춘석위원 대표발의(10인)
 －의안번호 5733

<표 3-19>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 작성 및 추진 현황

참고 : 국가위기상황센터, 2008.7

<그림 3-8> 국가위기상황센터의 국가위기상황 보고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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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시

◦2007년 11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을 근거로

서울시 소관분야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지침 작성

－2007년 ~ 2008년

∙3개 분야(자연재난, 인적재난, 도시기반재난) 44개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24개 유형 612건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2009년에는 55개 유형 55건의 ‘시민고객 행동매뉴얼’ 작성 추진

(부록 7)

지침 및 매뉴얼 총괄 담당부서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위기관
리 기본지침｣ 수립
(2007.11.30)

∙서울시 소방방재
본부 방재기획과

∙서울시 위기대응매뉴얼의 개념정립, 구성요소, 위기 시나리
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ㆍ유지의 틀 마련

 －위기관리 개념 및 체계
 －위기관리 기본방향
 －위기관리 교육ㆍ훈련 및 평가

∙｢위기대응실무매뉴
얼｣ 작성(2007년)

∙서울시 행정국 방
재기획과

∙본청 주관부서에서 유형별 위기관리 위기발생 시 실제 적용
하고 시행해야 할 조치사항과 절차 수록(본청 주관과)

 －3개 분야 44개 위기유형별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작성
 ㆍ자연재난분야(6개), 인적재난분야(17개), 도시기반재난분

야(21개)

∙｢현장조치행동매뉴
얼｣ 작성(2008년)

∙서울시 행정국 방
재기획과

∙위기발생 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치구, 사업소, 공
사, 공단 등 기관의 임무와 행동절차 기술

 －24개 유형 612건 작성
ㆍ자치구 : 12개 유형 298건
ㆍ사업소ㆍ본부ㆍ공사ㆍ공단 : 12개 유형 314건

∙｢시민고객 행동매뉴
얼｣ 작성(2009년)

∙서울시 행정국 방
재기획과

∙재난발생 시 시민이 위기 상황별에 따른 예방 및 대처요령
 －55개 유형 55건 작성
 ㆍ위기관리 재난유형별 : 44개 유형 44건
 ㆍ생활안전분야 : 11개 유형 11건
    ①교통안전 ②화생방안전 ③낙뢰안전 ④한파안전 ⑤전

기(감전)안전 ⑥가스안전  ⑦승강기 안전 ⑧수상안전  ⑨
물놀이 안전 ⑩산행안전 ⑪놀이시설안전

<표 3-20> 서울시 위기관리매뉴얼 작성 현황(서울시 방재기획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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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위기유형

자연재난
(6개)

①대기오염(황사) ②대설 ③산불 ④지진 ⑤폭염 ⑥호우태풍

인적재난
(17개)

①공동구사고 ②공연ㆍ행사장 안전사고 ③대규모 환경(수질)오염 ④대형건축물 붕괴 ⑤대
형화재 ⑥도로공사장 붕괴 ⑦도로터널 사고 ⑧병원시설 대형사고 ⑨상수도 공사장 붕괴 
⑩소방분야(15개 사고) ⑪아파트 공사장 붕괴 ⑫위험물질 유출 ⑬지하도상가 안전사고 ⑭지
하철 화재 ⑮지하철공사장 붕괴 한강교량 대형사고 한강수난사고(구조ㆍ환경 방재)

도시기반재난
(21개)

①가축질병 ②농수산물 유통마비 ③물재생센터 마비 ④버스파업 ⑤보건의료 마비 ⑥산업시
설 생산마비 ⑨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⑩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⑪서울시청사 마비 
⑫소각시설 마비 ⑬원유수급 마비 ⑭육상화물운송 마비 ⑮전력분야 마비 전염병 정보
서비스 마비 정보통신 마비 지하철파업 택시파업 테러

참고 : 세부 내용은 <부록 7> 참조(서울시 방재기획과, 2009).

<표 3-21> ｢서울특별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3개 분야 44개 위기유형

(2) 문제점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통합대응매뉴얼 부재

－현재, 서울시에서 작성된 매뉴얼들은 각 주관부서(재난유형별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난들에 대한 매뉴얼이므로, 부서별 연계

성 및 종합성 부족

◦위기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매우 취약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제124호)｣에서만국가위기규정

∙대통령 훈령은 법령체계 구조상 하위규정이기 때문에, 지침 적용

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상위

법률과 배치될 경우,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무력화32)

◦일부 위기관리매뉴얼의 비현실성, 추상성 및 비전문성

－‘매뉴얼대로 잘 대응했으나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관계기관의 응답

에서 현실과 매뉴얼의 괴리 발생33)

∙실무 매뉴얼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작성되어, 현

장에서의 적용이 어려움.

32)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위기”, 공성진 의원, 2009.10.5(뉴스캔 한경숙 기자).
33) “국내 위기관리 매뉴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용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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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의 작성자가 재난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

◦ ‘위기’와 ‘재난’의 용어에 대한 정의 불명확으로 관리에 혼선

－재난관리와 위기관리의 구분 및 범위설정 어려움으로 혼란 초래

∙재난관리, 안전관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정의되어 있으

나, 위기관리는 아직 정확한 법적 정의가 설정되지 않음.

구분 정의 비고

위기
관리

∙‘위기관리’ 일반적 개념
 －사건ㆍ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시 또는 피해주체의 관리능력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피해발생 가능성과 사태 등이 재난 규모에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상황통제를 통하여, 요인의 제거 또는 감소를 위하
여 취하는 조직적인 조치와 노력의 총체

∙재난위기관리의 실효성 
확보전략과 대책(송철호, 
2008.8)

 － 행정연구원웹진, 2008. 
07+08

∙‘국가위기’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
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국가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에 대비하여, 위기발생 시에는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해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제반 활동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 훈령 124호)｣

재난
관리

∙‘재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의 각 목의 것을 말함.
ㆍ(가)자연재난, (나)인적재난, (다)사회적재난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표 3-22> 위기관리와 재난관리의 일반적 정의

(3) 개선방안

①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통합대응매뉴얼 작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현실적인 통합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이 매뉴

얼에 따른 정기적인 반복 훈련으로 서울시의 위기대응능력 확보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재난의 진행방향과 속도, 피해규모 등을 예측

하여, 부분별ㆍ기능별 체계적인 대응방안 수립

∙관련기관과의 정기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

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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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통합대응매뉴얼 작성 방안

② ｢국가위기관리 기본법(안)｣34) 제정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35)의 일부개

정을 통한 매뉴얼 작성의 법적 근거 마련

∙안보, 재난 및 국가핵심기반 분야의 개념, 위기관리 방향ㆍ체계ㆍ기준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국가(지역)위기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을 총괄 협의ㆍ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국가(지역)위기관리위원회’ 설립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위기관리매뉴얼 수립과 관련된 규정 명시 및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확보
－행정안전부장관의 국가위기관리매뉴얼 작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 소관 업무 중 위기관리매뉴얼 작성ㆍ
운용에 관한 사항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인력
ㆍ물적 자원을 상호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위기관리매뉴얼과시ㆍ도및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의유기적인연계에관한사항

③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른 정기적인 반복 훈련으로 위기대응능력 제고

◦매뉴얼에 따른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매뉴얼의 타당성 점검 및 현실성

확보로 실제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④ 위기관리매뉴얼의 대외비 보안 해제를 통한 매뉴얼의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점검

◦위기관리매뉴얼은대외비규정때문에관련기관간의협조체제가어려움.

34)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위기”, 공성진 의원, 2009.10.5.
35) 임두성위원 대표발의(2008.11.14) 및 정부제출(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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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 재난 통합대응매뉴얼 작성사례36)

① 대규모 지진 발생 시나리오 작성

◦서울 동남부 남한산성 부근에서 진도(MMI) 9의 대규모 지진 발생

구분 주요 내용

진원 ∙서울시 송파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남한산성 부근

진도 ∙진도(MMI 진도계급) 9 이상의 강진 발생(지진 규모 : 7)

지속시간 ∙8 ~ 12초간 지속

진원깊이 ∙10 ~ 20km로 추정

형태 ∙수직낙하형(Strike-Slip운동으로 인한 단층 파괴)

특징 ∙피해는 진앙으로부터 반경 100km안에 위치한 서울시 전체

<표 3-23> 서울의 대규모 지진 발생 시나리오

<그림 3-10> 서울시 대규모 지진 발생 시(남한산성) 피해 예상지역

진앙으로부터 거리 주요 피해내용 진도(리히터 규모)

반경 5㎞ 이내
∙송파구 남쪽에 위치한 주택들이 극심하게 붕괴(50% 이상)
∙지반 균열 및 침하(2~5m) 발생

9(7 이상)

반경 5~10㎞ 이내

∙송파구, 강동구 및 강남구 지역의 주택 40% 이상 파괴
 －무역센터 건물 붕괴 및 화재 발생, 일부 도로 유실
 －2개의 변전소(송파, 잠실변전소) 붕괴
 ㆍ전력공급 및 수도공급 완전히 중단
 －송파구 내의 지하철역(마천역) 붕괴 및 전동차 탈선사고

8~9(6~7)

반경 10~30㎞ 이내 ∙주택 30% 정도 파괴 및 균열 발생, 전기 및 수도공급 단절 7(5~6)

반경 30~100㎞ 이내 ∙바닥이 흔들리고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짐. 4~5(3~5)

<표 3-24> 진앙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가상 피해현황(주택 및 도시기반시설)

36) ｢서울시대규모재난관리를위한기본추진전략수립방안(II)(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의내용
을일부수정ㆍ보완하여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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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피해현황37)

◦27만명의 인명피해(사망ㆍ부상)와 69만명의 이재민이 발생

－주택 21만호 붕괴 및 균열(강동‧송파‧강남구 지역의 피해 심각)

∙도로, 지하철, 통신,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파

괴로 도시기능이 완전히 마비

피해지역
현황(2008)주1) 피해예상주2)

인구 주택수 피해인구(사망/부상) 피해주택 이재민

계 1,716,177 535,487
약 27만명
(269,477)

약 21만호
(214,195)

약 69만명
(686,471)

비고
(산출기준)

∙서울시 총인구 10,456,034명 및 총 주택수 3,231,707호(2008년 기준)
∙반경 10km 이내 지역 산출(반경 10~30㎞의 부상 및 사망 인구는 고려하지 않음)
∙피해인구 : (서울시인구 ÷ 고베시인구) × 고베지진피해인명(사망ㆍ부상)
∙피해주택 : 현재주택수 × 약 40%
∙이재민 : 현재인구 × 약 40%

주1 : ｢2009년 서울통계연보(2008년 기준)｣, 서울특별시, 2009.
      －인구 및 주택수는 2008년 기준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의 인구, 주택수 합계임.
주2 : 피해예상 산출방법은 ｢서울시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한 기본 추진전략 수립 방안(II)(서울시정개발연

구원, 2004)｣ 참조.

<표 3-25> 대규모 재난에 의한 강동ㆍ송파ㆍ강남구 지역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상  (단위 : 명, 호)

참고 : ｢서울시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한 기본 추진전략 수립 방
안(II)｣,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그림 3-11> 서울시 지진발생 시 피해 예상도(강남지역)

37) 일본 고베지진(1995.1.17)의 발생 및 피해현황을 토대로 서울시에 적용하여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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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베지진(1995.1.17)>

<중국 쓰촨성지진(2008.5.12)>

<그림 3-12> 일본 및 중국의 지진피해 사례

③ 대규모 재난에 대한 수습분야별 대응방안 수립

∙이번 연구는 ｢서울시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한 기본 추진전략 수립 방안(II)(서
울시정개발연구원, 2004)｣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서울시 재난대응조직의 수
습반별 주요 임무, 관련 유관기관의 역할 등 대응방안 제시

   서울시 재난대응조직의 구성

◈ 대규모 재난발생 시 서울시 재난대응조직 구성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ㆍ운영
－지진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장)는 수습분
야별 실무반을 편성하여 서울지역의 응급대책을 총괄조정 및 집행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 설치ㆍ운영
－지진발생 시 서울시 지역차원의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서울특별시 긴급구조
통제단(단장 : 소방재난본부장)이 설치ㆍ운영되며, 현장지휘소를 설치하여 구
조ㆍ구난 등의 임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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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08년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서울특별시, 2007.12

<그림 3-13> 서울시 대규모 재난발생시 대응체계

◦서울시 지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38)

－본부장은 시장, 차장은 행정제2부시장(자연재난), 총괄조정관은 경

영기획실장, 통제관은 소방재난본부장(지진)이 되며, 담당관은 재난

대응과장으로서 재난대책본부의 상황실장이 됨.

∙실무반은 6개반(상황총괄반, 구호반, 복구반, 교통대책반, 지원통

제반, 홍보반)39)으로 구성

38) ｢서울특별시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제18조(구성 등)
39) ｢2008년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서울특별시, 2007.12)｣의 지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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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08년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2007.12)｣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그림 3-14> 서울특별시 지진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

◈ 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 기능
∙｢서울특별시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기능)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재난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재난발생의 방지와 피해의 예방ㆍ경감을 위
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2.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현장 구조ㆍ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3.재난사고 원인의 조사
4.사상자의 관리 및 피해상황의 조사
5.이재민의 수용ㆍ구호 및 피해지역ㆍ시설의 응급복구
6.재난사항의 신고접수ㆍ전파ㆍ보고 등 재난상황의 관리
7.피해보상의 조정ㆍ중재 등
8.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9.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10.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
11.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기반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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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단장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되며, 실무반은 4부 1대(총괄지휘부, 대응

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로 구성

(참고 : ｢2008년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2007.12)｣,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
칙｣ 제13조 제1항[별표4])

<그림 3-15>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조직

구분 세부 내용

기능

∙서울시 지역차원의 긴급구조 활동의 총괄ㆍ지휘ㆍ통제
∙긴급구조지원지관 간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 활동계획 수립
∙초기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집행
∙기타 긴급구조 활동과 관련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설치장소
∙인적재난(국소지역 재난) 시 현장 설치
∙자연재난(광범위한 지역재난) 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에 설치하되,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대는 현장 설치

운영

∙2개 이상의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다수의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으로서 ‘시 긴급구조
통제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기타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지휘
체계

∙현장지휘권
 －1차 : 구 긴급구조통제단장 / 2차 :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장
 ㆍ대규모 재난 발생 시 및 필요 시 중앙통제단장(소방방재청장)이 지휘권 행사
∙현장지휘소 설치ㆍ운영
 －재난현장에서의 인명 탐색ㆍ구조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및 장비배치와 운용
 －추가재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 부여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긴급구조의 필요한 물자 관리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효율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참고 : ｢2008년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서울특별시, 2007.12.

<표 3-26>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의 주요 기능 및 현장지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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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분야별 대응방안 수립

◦대규모 재난발생 시 서울시 재난대응조직에서 수행하여야 할 주요 수

습분야는 미국의 연방대응계획(FRP)을 참고하여 9개 분야로 재편성하

고, 각 분야를 관장할 실무반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함.

－실무반은서울시지진재난안전대책본부조직(<그림 3-14>)을활용함.

구분 실무반 수습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총괄반 및 홍보반 ①통신 및 정보

구호반 ②피난 및 피난소, ③물자지원, ④보건 및 의료, ⑤에너지 

복구반 ⑥공공시설 및 건설

교통대책반 ⑦교통

지원통제반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대 ⑧수색 및 구조, ⑨소방

<표 3-27> 서울시 재난대응조직의 실무반별 수습분야

◈ 미국의 연방대응계획(FRP, Federal Response Plan)
∙기본계획과 부속계획(비상지원기능, 복구기능, 지원, 긴급)으로 구성
∙부속계획 중 비상지원기능(ESF, Emergency Support Function)은 12개 기능
으로 분류
－교통, 통신, 토목 및 엔지니어링, 소방, 정보 및 계획, 대중구호, 자원지원,
보건의료서비스, 도시수색 및 구조, 위험성물질, 식량, 에너지

ㆍ재난유형에 관계없이 기능별로 주무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함으로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음.

<그림 3-16>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한 주요 수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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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조직

실무반 반장 수습분야 대응방안

관련기관

서울시 담당부서
공통

유관기관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상황
총괄반

및
홍보반

정책
기획관
(홍보반
장 : 대
변인)

①통신및 
정보

∙주요 통신수단의 확보
   (※강동ㆍ송파ㆍ강남구 지역 KT지사(5개

소)의 통신시설 파괴)
 －재난대응조직의 통신수단 확보
ㆍKT수도권강북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지진정보의 수집ㆍ전파
 －119종합상황실을 통한 피해상황 수집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 및 국가안전

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진정보 전파∙KT수도권강북본부의 통신지원체계 구축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통신망 구축 및 통

신지원∙재난방송 지원(KBS)∙대시민 홍보
 －홍보전담반 구성 및 운영
 －다중매체를 통한 정보전달

∙경영기획실∙119종합상황실∙민방위경보상황실∙응급의료정보센터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자치구 재난안
전대책본부∙119종합상황
실∙행정국 방재기
획과∙소방재난본부∙소방서∙소방파출소∙비상기획관

∙서울시 지방경
찰청∙경찰서∙자원봉사단체

∙KT 등 기간통신망 사업자∙한국방송공사 및 교통방송

구호반
복지
국장

②피난및 
피난소

∙피난 이재민(69만명) 구호활동체계 구축
 －서울시, 대한적십자사, 군 등
∙피난소(600여개소)로 이재민 이동
 －이재민의 60%는 재난지역, 40%는 인근 지

역으로 분산 수용
 －이재민 후송수단(관용‧군 차량, 전세버스, 

민간시내버스 등)

∙피난소 구호물품 지급
 －자치구,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물품 지급
 ㆍ부족분 대형유통업체에 지원 요청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지급
 －서울시 재해구호사업기금 등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지급
 ㆍ각 세대주(1인) 1,000만원 및 세대원(1인) 

500만원씩

∙복지국

∙응급의료기관∙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수도방위사령부 산하 군
부대∙제조업체 및 민간유통업체

③물자지
원( 물, 
식량)

∙급수대책
 －예상 소요 급수량
 ㆍ약 912천톤(급수인구 380만명, 급수기간 

총 20일, 1인/일 평균급수량 12리터)
 －급수체계 구성
 ㆍ상수도사업본부의 재난대응체계 구성
 －비상급수대책
 ㆍ구의ㆍ뚝도 정수사업소의 생산량 및 비상

급수시설, 음용수 지하수 활용
∙식량공급대책
 －예상 소요 식량(20일분)

 ㆍ약 5,878톤의 양곡(식량공급대상인구 69만
명(이재민), 식량공급기간 총 20일, 1인/
일 식량 공급량 양곡 429g(재해구호법))

 －식량공급대책
 ㆍ양곡 : 정부 양곡보관시설 비축 양곡 및 서

울시 비축 양곡 공급
 ㆍ비상대체식량 : 대량생산업체를 통한 비상

대체식량(라면, 빵, 우유) 공급

∙급수
 －상수도사업본부는 재

난대응체계를 구성하
여 복지국과 협조 및 
지원∙식량

 －경쟁력강화본부 생활
경제담당관 등은 복지
국 지원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군
부대∙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정부 양곡보관시설 관리
기관∙대체식품 대량생산업체

참고 : 위 표는 ｢서울시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한 기본 추진전략 수립 방안(II)(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함.

<표 3-28> 재난대응조직 실무반의 수습분야별 대응방안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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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조직

실무반 반장 수습분야 대응방안

관련기관

서울시 담당부서
공통

유관기관

재난
안전
대책
본부

구호반
복지
국장

④보건및
의료

∙응급의료대책
 －재난지역의 이재민 피난소(600여개소)에 현장응

급의료소 설치(인명피해 27만명)
 ㆍ재난외 서울지역,  경기도 및 인천시 보건소에서 

의사 및 간호원 지원
 －부상자 후송 및 관리, 의약품ㆍ의료기자재 공급
∙재난지역, 이재민 및 피난소 방역대책
 －방역기동반 편성ㆍ운영
 －방역활동 실시
 ㆍ재난지역민 예방접종, 전염병 신고 및 질병 모니

터링 등
 ㆍ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로부터 부족한 백신ㆍ방

역약품 지원
∙재난지역 및 피난소 청소대책
 －폐기물 처리 및 피난소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

∙복지국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자치구 재난안
전대책본부∙119종합상황
실∙소방서∙행정국 방재기
획과∙소방재난본부∙비상기획관∙서울시 지방경
찰청∙경찰서∙소방파출소∙자원봉사단체

∙119구급대, 의료
정보센터∙종합병원 및 응급
의료기관∙보건소

⑤에너지

∙긴급전력 공급 및 관련설비 복구체계 확립
 －한국전력과 연계활동체계 구축
 ㆍ비상전력 공급(19,514MWh/일)
 ㆍ발전설비, 송ㆍ변전설비, 배전설비 복구 실시
∙가스공급 폐쇄 및 비상공급
 －도시가스공사와 연계활동체계 구축
 ㆍ화재발생을 대비한 가스공급 폐쇄조치(약 84만5

천세대)
 ㆍ우회공급 및 비상공급설비(LNG 탱크로리)에 의

한 공급
∙기타 필수 에너지 공급
 －LPG 8,326t/일
 ㆍ가스업체(3개 업체)로부터 지원
 －부탄가스 13,513t/일
 ㆍ휴대용 부탄가스 제조업체 지원(100만개/일)
 －석유 22천배럴/일
 ㆍ석유공급업체(5개업체)로부터 지원
 －석탄 135M/T
 ㆍ수색비축기지로부터 공급

∙경쟁력강화본부 
산업지원담당관, 
생활경제담당관, 
소방재난본부 예
방과는 복지국과 
협조 및 지원

∙도시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부탄가스/석유 공
급업체∙대한석탄공사

복구반
시설안
전국장

⑥공공시
설및건
설

※피해예상
 －도로
 ㆍ주요 고속도로진입로 및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 파괴
 ㆍ9개 교량 파손ㆍ붕괴, 2개 터널 붕괴, 기타시설물 

80% 파괴
 －철도시설(지하철) : 6개 노선 파괴 또는 손상(2, 3, 5, 

7, 8호선, 분당선)
 －하천 및 내수배제시설
 ㆍ반포, 한남, 동호대교 인접 하천제방, 호안, 하천시설

물 파괴
 ㆍ탄천하수처리사업소, 고덕 오수중계펌프장, 성내ㆍ잠

실빗물펌프장 파괴
 ㆍ재난지역 일대 하수관 80% 파괴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내 대형공
사 시공사 및 엔지
니어링 업체∙수도권지역의 건
설업체∙서울메트로, 도시
철도공사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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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조직

실무반 반장 수습분야 대응방안

관련기관

서울시 담당부서
공통

유관기관

재난
안전
대책
본부

복구반
<계속>

시설안
전국장

⑥공공시
설및건
설

∙도로시설의 응급복구 및 교통통제
 －응급복구 우선순위 설정 및 교통통제
 ㆍ도시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지역

도로 순으로 복구
 ㆍ터널, 교량, 공동구, 입체교차로 순으로 복구
 －응급복구자원 확보 및 수송
 ㆍ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 서울시 자체 및 복구지

정업체, 일반(민간)대형공사장 등(주요장비 : 불
도저, 덤프트럭, 포크레인, 기중기 등)

∙철도 및 지하철의 운행 조정 및 복구 실시
 －지하철 운행 조정
 ㆍ재난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에 한해 회차시

설 설치 후, 구간분리운행 실시
 －회차시설 설치역의 파괴ㆍ손상 시설물의 응급복

구
 ㆍ철도청,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등
∙하천 및 내수배제시설(하수도 등)의 응급복구 실시
 －하천제방 및 호안, 하수처리장, 기타 하천시설물, 

기타 내수배제시설물 등의 순으로 복구 실시
 －자치구, 기동순찰반, 도로관리사업소, 대형공사

장, 군부대 등의 인력 및 장비 등 활용

∙도시기반시설본부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자치구 재난안
전대책본부∙119종합상황
실∙소방서∙행정국 방재기
획과∙소방재난본부∙비상기획관∙서울시 지방경
찰청∙경찰서∙소방파출소∙자원봉사단체

∙서울시내 대형공
사 시공사 및 엔지
니어링 업체∙수도권지역의 건
설업체∙서울메트로, 도시
철도공사

교통
대책반

교통
기획관

⑦교통

∙운송원칙 설정 및 이동경로 확보
 －운송대상 우선순위 설정(긴급구조, 응급구호, 물

자수송, 이재민이송, 긴급복구 등)
 －이동경로 확보
 ㆍ강북지역은 우회(비파괴 교량) 또는 선박(한강), 

헬리콥터 등 활용
 ㆍ재난지역 내부는 도로 긴급복구 및 긴급도로 개

설, 헬리콥터 등 활용
∙교통 통제
 －재난지역 외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접근하는 주요 

거점에 교통수단별 통제선 설치
∙대체운송수단 확보
 －자동차 : 관용ㆍ영업용 승합차ㆍ화물차 및 수도

방위사령부 산하 군부대 차량 지원 요청
 －선박 : 유람선과 서울시 준설선 활용
 －항공 : 수도방위사령부 및 경기도, 인천시 소방본

부 헬기 활용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본부 설치 요청

∙도시교통본부

∙서울메트로, 도시
철도공사∙교통방송∙서울시 버스운송
사업조합

지원
통제반

행정
국장

∙본부운영 집행 등 예산편성 및 회계ㆍ물품운영∙상황실 및 차량 운용ㆍ관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기관 지도ㆍ감독∙재해관련 제반 예산조치에 관한 사항∙본부 및 관계기관의 통신망 운영∙현장지휘소 등과의 통신망 구성 및 유지∙민심안정 및 동향파악∙기타 행정지원사항

∙방재기획과
 －｢2008년도 서

울특별시 안전
관리계획｣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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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조직

실무반 반장 수습분야 대응방안

관련기관

서울시 담당부서
공통

유관기관

긴급
구조

통제단

현장
지휘대

소방재
난본부

장

⑧수색및
구조

※피해예상
 －실종자
 ㆍ행방불명자 수천명(약 6,000여명 추정)
 －구조대 피해
 ㆍ인력 : 구조대 3개대, 63명 손실
 ㆍ장비 : 구조공작차 3대, 구조버스 3대, 구조보트 4대

파손
 －구급대 피해
 ㆍ인력 : 구급대 19개대, 114명 손실
 ㆍ장비 : 구급차 19대 파손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설치(잠실 올림픽 공
원, 소방재난본부 주관)

 －각 긴급구조기관(서울 지방경찰청, 수방사 등) 및 
유관기관ㆍ단체 연락관 파견요청

 －유무선 통신망 구성
 －통제선 설치(구조활동에 관계된 인력 및 장비만 

출입)
∙119구조대 투입
 －현재 가용 인력 및 장비 투입
∙현장응급처치 및 병원후송(119구급대)
 －현재 가용 119구급대 및 구급차 투입
∙소방응원협정기관 지원 요청
 －16개 기관
 ㆍ경기도 및 인천 소방방재본부, 군부대 우선 지원 

요청
∙자원봉사자 접수 및 현장 배치(현장지휘소)
 －인명구조관련 자원봉사대, 자원봉사단체

∙소방재난본부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자치구 재난안
전대책본부∙119종합상황
실∙소방서∙행정국 방재기
획과∙소방재난본부∙비상기획관∙서울시 지방경
찰청∙경찰서∙소방파출소∙자원봉사단체

∙긴급구조기관∙종합병원 및 응급
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 서
울지사

⑨소방
 (화재)

※피해예상
 －100여곳 화재발생
 －소방서 3개소, 소방파출소 9개소 파괴
 ㆍ소방인원 648명 손실, 특수소방차 18대, 소방차 68

대, 행정차 9대 파손
ㆍ재난지역 내 급수불가로 소화전 이용불가

∙소방활동
 －피해지역 인근(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등)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출동
 ㆍ소방 인력, 특수소방차, 소방차, 행정차, 헬기, 소

방구조정 확보
 －인근 소방응원협정기관(경기 및 인천 소방본부, 

군부대 등)으로부터 지원
 －서울시(자치구) 의용 소방대 및 자위소방대 등의 

민간조직 활용
 －중요시설부터 출동우선순위 설정 운용
 ㆍ집단거주 및 생활시설, 통신시설, 의료기관, 공공

기관 등
∙소방용수 확보
 －피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비상소방급수시설 이용
 ㆍ피해지역 저수조, 급수탑, 인근지역 소방용수 이

용
 －단수 시 한강 및 석촌 호수 이용

∙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공사, 도
시가스안전공사∙소방응원협정기
관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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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신 및 정보

<통신체계 대응방안>

③ 물자지원(물 및 식량)

<급수 대응방안>

<식량공급 대응방안>

② 피난 및 피난소

<이재민 수용방안>

<구호물품 공급방안>                       

④ 보건 및 의료

<부상자 후송방안>

참고 : <그림 3-17>, <그림 3-18>, <그림 3-19>은 ｢서울시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한 기본 추진전략 수립 방안
(II)(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에서 2004년 시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지금의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이는 추후 실제 대규모 재난 통합대응매뉴얼 작성시 수정ㆍ보완되어야 할 것임.

<그림 3-17> 대규모 재난에 대한 주요 수습분야별 대응방안
(①통신 및 정보, ② 피난 및 피난소, ③ 물자지원(물 및 식량), ④보건 및 의료)



제3장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99

⑤ 에너지

<비상전력 공급대책> <도시가스 공급대책>

⑥ 공공시설 및 건설

<도로시설 대응방안> <철도시설 대응방안>

<하천 및 내수배제시설 대응방안>

<그림 3-18> 대규모 재난에 대한 주요 수습분야별 대응방안
(⑤ 에너지, ⑥ 공공시설 및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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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통

<교통분야 대응방안>

⑧ 수색 및 구조 

<수색 및 구조 방안>

⑨ 소방(화재)

<소방인력 및 장비 지원방안>

<그림 3-19> 대규모 재난에 대한 주요 수습분야별 대응방안
(⑦ 교통, ⑧ 수색 및 구조, ⑨ 소방(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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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재인력 전문화 및 교육ㆍ훈련 강화

◦방재(재난)직렬 제도 신설

－재난관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성과확보를 위한 인

사제도 개선

∙조직의 책임자급까지 직위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전문성 확보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대응계획 수립 및 반복 교육ㆍ훈련을

통한 재난 인력의 숙달과 전문화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연출하여 반복 훈련 실시

<훈련작전도> <긴급구조훈련>

참고 : 서울소방재난본부, 2009

<그림 3-20> 서울시 ｢2009년 지진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2009.8.25)｣ 
◦재난의 과학적 예측과 원인분석, 기술적인 예방과 대응, 체계화된 계

획 수립, 선진 방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전문연구활동 강화

－재난유형별 도시재난위험도평가, 재난위험지도 작성, 재난관리 표

준화 등

참고 : ｢도시재난 감소를 위한 재난위험도평가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그림 3-21> 서울시 구청별 주요 시설물 붕괴위험도평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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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제1절 결론

1.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

1) 부분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조직 정비

◦담당 부서별로 수행되고 있는 산발적인 재난관리를 총체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기능을 확립하고 각 조직 간의

특성을 발전적으로 융합ㆍ조정할 수 있는 부분 통합관리체계가 적합

－현 행정국은 행정안전본부(행정안전국(안))로 전환하여 서울시 재난

관리 총괄부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전반적인 재난관리 정책추진을

위해 재난의 예방ㆍ복구, 안전관리, 민방위 등의 업무를 관장

∙예방, 복구 기능은 표준화된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불필

요한 중복 투자 및 규제 방지

－소방재난본부는현조직을유지하되, 소방및재난 대비ㆍ대응(긴급구

조ㆍ구급) 전문부서 체계로 강화

∙대비ㆍ대응 분야는일원화하여 고도의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향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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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확립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들에 대한 협의ㆍ조정ㆍ관리 기능 확보가 필수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의 체계적 수립ㆍ조정을 위한 ｢서울특별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재난 유형별 관리계획은 각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며, 총괄부서는

이들에 대한 검토ㆍ조정 등을 실시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안전관

리계획’을 수립

2. 대규모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일원화

◦행정제1부시장에게 총괄ㆍ조정기능을 부여(안)하고, 실제 수습은 재난

별로 행정제1부시장(사회적재난)과 행정제2부시장(자연 및 인적 재난)

이 분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하부조직 간의 업무 중복, 업무처리 지연 등

구조적 문제점의 최소화 추진

3.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통합대응매뉴얼 작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현실적인 통합대응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따

른 정기적 반복 훈련으로 서울시의 위기대응능력 향상 필요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재난의 진행방향ㆍ속도, 피해규모 등을 예측

하여, 부분별ㆍ기능별 체계적인 대응방안 수립

∙관련기관과의 정기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대규모재난 발생 시, 신

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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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향후 추진과제

◦대형ㆍ복합 재난에 대한 종합적 예방대책 수립과 재난발생 시 신속 대

응을 위한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개선

－재난관리 총괄부서는 서울시의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관리

기능(예방, 대비, 대응, 복구)별로 조직 및 업무 기능 개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등을 기본으로 예

방, 복구 등에 대한 재난관리 총괄 업무 추진

◦서울시 재난관리 통합DB 구축

－체계적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난정보의 종합적 분석 및 관

리 시스템 구축이 우선

∙공간정보 기반(GIS 등)의 통합ㆍ개방형 구조로 다른 관련 DB와

연계ㆍ융합이 가능한 재난관리 통합DB 구축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현실적 통합대응매뉴얼 작성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재난 피해규모 등을 예측하고, 대응 부분별ㆍ

기능별 체계적 방안 수립

∙매뉴얼에 따른 모의훈련을 반복 실시하여 매뉴얼의 타당성점검과

현실성 확보

◦유관기관, 민간단체등과의협력체계확립을통한재난관리거버넌스구축

－군부대, 경찰, 관련 민간단체들과의 공조ㆍ협력체계 강화

∙비상시 관련 조직들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원활한 제도적

장치 필요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력 강화 및 소방공무원 안전대책 수립

－소방환경을 개선해 진압소방관 및 시민의 인명피해 최소화

∙진압소방관의 순직사고 감소대책 수립

∙신 소방기술을 개발해 화재진압능력 향상과 소방분야 전문연구인

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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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밑그림 나와
- 정책연구결과 책자로 발간 - 

□ 행정안전부는 새정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인「통합적 재난안전 관

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각급기관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 종합대책」은 민ㆍ관ㆍ산ㆍ학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이 100여 차례의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발굴

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재난안전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의 유형별 문제점 및 향후 계획, 재난안전 선진외

국의 대응사례 등도 함께 소개한다.

□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걸친 각종 산업의 고도성장에 비하여 ‘안전분

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사실이며, 특히 다수 부처가 연관되어

발생하는 대형 재난 시 현장지휘체계의 혼선,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반복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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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 전

문가 그룹으로 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여,

○ 안전관리 분야는 안전관리 및 안전기술 기준 제도화, 선진 안전문

화 정착 등

○ 재난관리 분야는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구성, 재난홍보 시스

템 강화,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의 체계적 복구를 위한 지구단위 

종합복구제도 도입 등

○ 소방역량 강화 분야는 특수화재진압체계 개발, 병원 전 단계 응

급의료시스템 고도화 등 총 52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재난의 

유형별ㆍ단계별 개선대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국토해양부 등 10개 부처 39개 법령 43건에 이르는 유사중복 

법령을 조기에 정비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

획이다.

※참고자료: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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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요약)

  총괄적 안전관리

과     제    명 주요 개선방안 계획기간 주관 기관

1. 재해예방 투자재원 확충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체
계 구축 방안

∙ 재해예방사업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내  ‘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를 통

해 재난관리 관련 예산 조정기능 강화
’09~’12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2. 유역별 하천관리 체계 구
축 방안

∙ ‘홍수대책비상기획단’ 등 구성 ‧ 운영
∙ 중 ‧ 장기적으로 유역별 하천관리체계로 강화

’09~’10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3. 안전관리 및 안전기술 기
준 제도화

∙ 각종 안전기술기준을 표준화하여 ‘국가표준안전기준’으
로 통합운영

∙ 시설분야별 안전기술기준을 국가표준으로 코드 제정
’09~’12 행정안전부

4.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급
경사지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 급경사지법 시행이후 운영에 필요한 관리기준 제정
∙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09~’12 소방방재청

5. 노후 위험 댐 ‧ 저수지 통
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저수지 ‧ 댐의 통합적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

∙ 자치단체 관리 노후 저수지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수요
조사 및 계획 수립

’09~’11 소방방재청

6. 종합적 지진재해경감 대
책 추진

∙ 지진위험도 관련 지도제작 ‧ 활용 및 내진설계와 내진보
강 추진

∙ 지진재난 각종 매뉴얼 작성 ‧ 보완,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 등 추진

’09~’12 소방방재청

7. 재난위험 공공시설 장 ‧
단기 해소대책 추진

∙ 자치단체 업무평가 시 재난위험시설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발 ‧ 적용

∙ 재가설, 보수 ‧ 보강이 시급한 교량 ‧ 터널 등 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자치단체 예산투자 유도

’09~’12 소방방재청

8. 비법정 소규모시설 재해
경감대책 제도화

∙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및 개념을 통일하고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 소규모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 분석, 재해경감대책 수립
’09~’12 소방방재청

9. 선진 안전문화 정착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방안
∙ 범국민 안전문화 선진화운동 전개

’09~’12 행정안전부

10. 통합적 안전관련 법령 
정비 추진

∙ 안전기술기준의 표준화로 연계 체계 마련
∙ 안전관련 법령정비 추진

’0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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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 재난관리

과     제    명 주요 개선방안 계획기간 주관 기관

11. 조정위원회 등 중앙안전 
관리위원회 기능 활성화 
방안

∙ 국가차원의 실천적 계획 수립 ‧ 집행을 위한 중앙안전관
리위원회의 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 조정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09 행정안전부

12. 국가안전관리계획의 활
성화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 책임, 권한 등에 대한 명확화
∙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과 국가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안전관리 분야를 포함한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

획 수립

’09 행정안전부

13.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및 법제화

∙ 현행 매뉴얼(현장조치매뉴얼) 정비와 함께 모든 재난을 
포괄하면서 계획과 매뉴얼을 연계하여 재난 유형중심의 
운영체계에서 기능중심으로 전환검토 필요

’09 행정안전부

14. 중앙재난조사평가 협의
회 구성 ‧ 운영

∙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설치 ‧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09 행정안전부

15. 재난유형별 통합관리 체
계 연구

∙ 각급기관과의 재난상황 정보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다수기관이 참여하여 실시할 수 있는 ‘재난 훈련 표준틀’ 

개발
’10~’12 행정안전부

16.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
한 교육 ‧ 훈련방안 연구

∙ 재난교육 ‧ 훈련 프로그램 개발
∙ 교육훈련센터 확보 ‧ 운영

’09~’12 행정안전부

17. 재난유형별 관리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 재난발생에 대비한 소요자원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재난발생 시 관리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위한 구체적 

활용계획 수립
’09 행정안전부

18. 재난관리 프로세스별 평
가분석기법 및 지표개발

∙ 다수기관 관련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진단기법 개발
∙ 재난대응 프로세스 진단결과 환류시스템 개발

’09~’12 행정안전부

19. 재난 및 안전관련 국가 
R&D사업 추진방안 마
련

∙ 미래 발생가능한 재난에 사전예방 ‧ 대비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

∙ R&D 규모확대에 대응하여 R&D전문 기획-평가-관리 기
능의 조직화 및 역량 강화

’09~’12 행정안전부

20. 국가기반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를 위한 책임과 의무, 국가기반
시설 지정 시 정부의 특별지원사항 ‧ 혜택 등 법제화

’09 행정안전부

21. 비상대비와 재난 ‧ 안전 
업무의 통합 관리 방안

∙ 재난 및 비상대비 분야의 물적자원에 대한 호환사용 
방안 마련

∙ 비상대비 을지연습과 충무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을 재난이라는 공통분모의 범위 내에서 공동 실시하는 
방안 마련

’09 행정안전부

2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
난대응 역량 강화 방안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내 재난관리부서 위상 강화
∙ 재난관리책임기관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순환보직 

제한, 고유사무 강화를 통한 재난관리 기능 강화
’09~’12 행정안전부

23. 방재전문인력 양성을 위
한 교육기반 구축  및 공
직진출 확대 방안

∙ 재난관리자 양성
∙ 전문인력의 수급 매커니즘 구축

’09~’12 행정안전부

24. 방재안전산업 육성 제도 
도입

∙ 방재안전산업의 개념 및 범위 설정
∙ 방재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09~’1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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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주요 개선방안 계획기간 주관 기관

25. 재난 홍보시스템 강화 
방안

∙ 체계적인 재난홍보 및 언론대응시스템 구축
∙ 재난방송 유관기관 간 홍보협력체제 강화

’09 행정안전부

26. 재난재해 대응 자원 봉
사 체계구축

∙ 민관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사후관리 체계 개선

’09~’12 행정안전부

27. 재난대응 국가 통합 지
휘통신체계 확보 방안

∙ 사업위험요인 해소 및 공정한 경쟁체계 확보 방안
∙ 타 업체 시스템 간 연동수준 결정 등의 해결을 위한 

분석 ‧ 연구
∙ 통합망 이용에 대한 업무재설계(BPR) 및 표준운영지침

(SOP) 마련

’09~’12 소방방재청

28. 재난 ㆍ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기능 
강화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체계 확립
∙ 국립방재연구소 연구기능 강화방안

’09~’12 소방방재청

2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강화대책

∙ 대규모 재난사례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화 및 선택과 
집중 훈련 실시

∙ 훈련내용 ‧ 방식 개선을 통한 재난대비 훈련의 정체성 
확립

’09 소방방재청

30. 자율적 방재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재해 보험
제도 확대

∙ 인적 재해보험제도 도입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확대에 따른 상품개발

’09~’12 소방방재청

31. 재난대비 실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재난취약 주요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 등 USN기반 실
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 ‧ 활용

∙ 통합적 모니터링, 관리, 제어가 가능한 ‘통합재난관리센
터’ 구축

’09~’12 소방방재청

32. 홍수 ‧ 지진 등 재해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 방안

∙ 유역별 홍수재해대응시스템(재해상황분석 판단시스템
으로 통합) 구축 ‧ 추진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지진해일 대응시스템 구
축

’09~’12 소방방재청

33. IT기술활용 재난 예 ‧ 경
보시스템 확충

∙ DMB를 활용한 신속한 재난경보방송 전달체계 구축
∙ DMB 재난방송을 위치기반서비스(LBS)와 연계한 서비

스 방안 강구 등 쌍방향 맞춤형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09~’12 소방방재청

34. 행정서비스별 업무 연속
성 확보를 위한 대응시
스템 구축

∙ 시 ㆍ 군 ㆍ 구 재난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 시스템에 구축된 지역 ‧ 시설 ‧ 물자 등에 대한 자원정보 

현행화
’09~’12 소방방재청

35. 기업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제도 도입(BCP)

∙ 재난관리표준을 제정하여 기업에 보급, 기업의 재해경
감활동의 기준 제시

’09~’12 소방방재청

36. 안전점검의 전문화 ‧ 효
율화를 위한 중앙 안전
점검단 설치 ‧ 운영

∙ 재난 및 안전분야 점검기획, 안전관리 법 ‧ 제도 및 시스
템 보완 등 상설조직으로 개편

’09 소방방재청

37. 국가재난관리기준제도 
도입 및 운영

∙ 국가재난관리기준제도 시행기반 구축 및 국가재난관리
기준 적용

∙ ‘국가재난대응활동체계’ 등 개발 및 활용
’09~’12 행정안전부

38. 대규모 복합피해 지역의 
체계적 복구를 위한 지구
단위 종합 복구제도 도입

∙ 지구단위 종합복구제도 도입 ‧ 운영
∙ 재해복구기금 신설

’09~’10 소방방재청

39. 자연재난에 준하는 해상
유류 유출지역 피해주민 
지원대책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규모 해상 유류유출지역 피
해주민도 최소한의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0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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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역량 강화

과      제     명 주요 개선방안 계획기간 주관기관

40. 소방관서장의 재난 대응 
현장통제권 강화

∙ 현장지휘능력 제고 ㆍ 긴급구조요원 임무숙지를 위한 평
가지표 개선 ㆍ 보완

∙ 재난발생 시 체계적 자원관리와 현장대원의 안전확보 
시스템 개발

’09~’12 소방방재청

41. 통합형 긴급대응체계 개
선방안 강구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의 사전 평가제도 도입
∙ 현장지휘 및 자원동원체계 등 긴급대응체계 개선

’09~’11 소방방재청

42. 시 ㆍ 도 소방본부장 임
명시 ‘임용제청제’ 
제도 도입

∙ 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방방재청장 ㆍ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

’09 소방방재청

43.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시스템 고도화

∙ 병원 전 응급의료기반 강화 및 구급서비스 제공체계 고도
화

∙ 병원 전 단계 및 병원단계 연계 시스템 활성화
’09~’12 소방방재청

44. 재난현장 활동역량 강화
(특수화재진압체계 개
발)

∙ 목조 고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 기술개발 및 타당성 
검증

∙ 실효성 있는 문화재 화재진압 교육 ㆍ 훈련 프로그램 개
발

’09~’10 소방방재청

4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
합건축물 밀집지역의 
안전관리 개선

∙ 초고층 및 대규모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개선대
책 추진

∙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 밀집지역 피해확산 방지 및 경감모
델 개발

’09~’10 소방방재청

46.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
대책 제고방안 연구

∙ 재난관리를 총괄 ㆍ 조정하는 재난관리시스템 구성
∙ 석유화학콤비나트 재난관리책임기관 역할 강화

’09~’10 소방방재청

47. 위험물 운송차량 DB 구
축

∙ 이동탱크저장소 관련 정보의 DB구축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추적 시스템 타당성 검토

’09 소방방재청

48. 민간기관의 안전점검을 
소방검사로 대체

∙ 소방검사제도 개선
∙ 자체점검제도 및 안전점검제도 개선

’09 소방방재청

49. 소방안전 교육부분에 민
간기관 참여 확대

∙ 민간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교육기관의 법적 시설기준 현실화

’09 소방방재청

50. 소방산업 육성 ㆍ 지원
∙ 미래형 소방방재과학 벤처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확충

’09~’12 소방방재청

51. 소방연구기능 강화
∙ 다양화ㆍ복잡화되는 소방수요 충족을 위한 체계적 인프

라 구축
∙ 소방연구업무 영역 확대 및 연구활동 강화

’09~’12 소방방재청

52. 소방제품 검정체계 개선 
및 민간부문의 고품질 
신기술 도입 활성화

∙ 소방기기제조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능력 제고 유도 및 
고부가 소방제품 생산시스템 구축

∙ 민간 고품질 ㆍ 신기술 및 소방신제품(NEP) 인증제 도입
’09~’10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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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및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부록2

◦소방재난본부 업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소방재난본부

조례 
제18조

∙소방행정, 화재의 예방ㆍ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소방시설의 유지,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긴급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시행
규칙

제26조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본부소관 조직ㆍ예산ㆍ의회 및 인사에 관한 사

항
 2.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3.관인관수ㆍ문서통제ㆍ보안관리 및 민원실 운영
 4.소방법규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5.소방공무원 급여, 비품ㆍ소모품의 출납, 대여

품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서, 청와대

소방대 운영의 지도ㆍ감독
 7.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에 관한 사

항
 8.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도ㆍ감

독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④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화재진압업무의 기획 및 대책수립
 2.소방력 지원 및 응원협정에 관한 사항
 3.화재진압기술에 관한 사항
 4.소방용수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
 5.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의 운영
 6.구조ㆍ구급행정의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및 총괄
 7.구조ㆍ구급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8.구조ㆍ구급대원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지도
 9.구조ㆍ구급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구조ㆍ구급활동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구조ㆍ구급활동 안전관리
12.풍수해 대비 소방활동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13.재난대비 긴급구조 기본대책에 관한 사항
14.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훈련ㆍ통제

계획의 수립
15.시민수상구조대 및 민간자원봉사단체 총괄
16.구급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7.수난구호활동 총괄에 관한 사항
18.화재의 원인 및 화재피해의 조사
19.화재에 관한 통계분석 및 조사자료 수집
20.화재감식반 운영 및 화재조사업무 지도ㆍ감독
21.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22.재난복구ㆍ수습대책의 수립ㆍ조정, 재난보상

대책에 관한 사항
23.재난대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24.재난대비 도상연습 및 수습편람 발간
25.지진방재종합업무 총괄ㆍ조정기능
26.재난발생위험시설 특별점검 및 계절별 취약시

설의 안전점검
27.소방항공대 운영의 지도ㆍ감독

⑤ 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화재특별경계근무, 화재경계지구 지정, 방화순찰 등 화재예방 기

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
 3.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시공ㆍ완공,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에 관

한 사항
 4.방염처리업ㆍ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ㆍ변경 및 지도ㆍ

감독
 5.소방검사,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자체소방조직 운영의 지도
 6.소방용 기계ㆍ기구의 관리
 7.방화관리자 강습ㆍ교육, 소방안전협회 위탁업무 지도
 8.시설주 자체점검 및 소방시설관리사업무의 지도ㆍ감독
 9.위험물제조소등의 인ㆍ허가 지도 및 위험물사고 예방조치
10.위험물제조소등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 지도ㆍ감독
11.가스안전관리규정, 사업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기타 가스안전 

관리계획
12.가스시설 안전성 평가, 배관 부식방지 및 전산화, 시설검사ㆍ안

전점검 및 행정 처분사항
13.가스업소ㆍ검사기관ㆍ안전관리자ㆍ안전관리대행업무 및 가스안전

공사 위탁업무 등에 대한 승인ㆍ지정ㆍ지도ㆍ감독
14.유해화학물ㆍ화약류ㆍ독극물 기타 이동위험물질의 안전대책 추진
⑥ 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방차량 및 장비의 수급관리
 2.소방장비의 연구개발
 3.소방차량 및 장비의 조작기술ㆍ안전관리 지도
 4.소방차량의 정기점검 및 안전운행 지도ㆍ감독
 5.소방전산정보화 사업 및 소방통신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총괄 

및 분석
 6.소방전산정보화능력 개발 증진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7.소방전산정보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소방전산 및 정보통신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9.시민안전교육 및 홍보
10.어린이 소방대 등 민간홍보조직 운영
11.시민안전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소방감사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방행정의 감사, 소방공무원 직무감찰 및 비위의 조사ㆍ처리
 2.소방공무원관련 징계 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소청ㆍ행정소송

에 관한 사항
 3.진정민원의 처리,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4.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5.반부패시책 및 청렴도 대책 업무
 6.소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7.소방재난본부장이 명하는 조사사항 처리
⑧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수재난현장의 구조ㆍ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119구조대의 구조ㆍ구난활동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3.첨단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 활동 및 지원
 4.화생방관련 오염물질 탐측ㆍ제독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5.화생방 테러 및 사고를 대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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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업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민방위담당관 업무규정(시행규칙 제9조 제4항)

1.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

ㆍ조정

2.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관리계획

의 수립ㆍ조정

3.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

대 검열

4.전시인력동원계획 수립ㆍ시행, 민방위대 동원ㆍ보상, 주

민신고망 관리

5.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ㆍ조정, 민방위 필요한 

응급조치,시설ㆍ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6.을지연습ㆍ화랑훈련ㆍ비상대비종합훈련 사항, 민방

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7.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

ㆍ조정

8.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관련 군 협의

9.공익근무요원 배정 및 관리

10.군 관련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ㆍ협조에 관한 사항

11.안보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협회 등)

의 지원ㆍ협조

12.안보관련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날 행사, 군경위

문 등)

13.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확인ㆍ평가에 관한 사항

14.지하종합상황실의 유지 및 운영

15.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6.비상사태대비 화상회의 장비 구축관리

17.민방위물자비축, 민방위시설ㆍ장비 설치관리(급수시설

제외)

18.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19.직장예비군ㆍ직장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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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 재난관리 주관부서(재난유형별 담당부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부록3

◦주요 재난관리 주관부서(재난유형별 담당부서)

－하천관리과(풍수해), 물관리정책과(수질ㆍ토양오염), 도로관리담당

관(설해), 건축기획과(건축물, 공사장,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자연생

태과(산불, 절개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부(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도로안전시설, 공동구 등시설물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치수계획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풍수해관련 업무 총괄
∙풍수해관련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풍수해대책 보고회, 교육에 관한 업무
∙지시사항 및 중앙부서 관련업무
∙풍수해 관련 재해사전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주요업무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
∙예산 및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
∙재난ㆍ안전관련 법규 관련업무 
∙재난관리기금 심의ㆍ관리에 관한 업무  
∙일반서무 (풍수해 표창, 연찬회 관련업무)
∙상시기록평가ㆍ학습관리시스템 관리
∙전자민원 접수 및 등록 (사이버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등)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업무
∙회계에 관한 업무 
∙천만상상오아시스ㆍ창의동아리 구성 및 운영
∙풍수해대책 상황실 운영, 풍수해 홍보

∙인명피해 최소화,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풍수해 관련 비상대처계획 수립ㆍ운영
∙소방방재본부 업무협의
∙청계천 유지관리 사업계획 총괄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무지도. 감독업무(하천 및 시
설물분야)  

∙방재의날 행사 및 방재교육
∙소방방재청 합동점검 및 평가에 관한업무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무지도. 감독업무(기전,환경,
생태분야)

∙청계천관련 민원, 천상오 및 일일상황보고  
∙예산 및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
∙재난관리기금 심의ㆍ관리에 관한 업무
∙재난관리기금(배정,지출)  
∙기록물 관리 
∙공공근로, 행정서포터즈 담당 

치수관리팀

∙풍수해 분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관한 업무 총괄(공
공시설)

∙유수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치수관리분야 예산에 관한 업무 총괄
∙지방채 상환 업무  
∙풍수해 분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관한업무(사유재산)
∙저류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사업(총괄)
∙수해취약시설 및 위험지역 점검계획 수립
∙수해항구대책사업 추진
∙재해경감대책협의회(침수흔적도 등) 업무
∙재해영향평가협의 조건 이행 실태점검에 관한 업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관한 업무 중 재난지원금 관련사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에 관한 업무
∙풍수해보험제도에 관한 업무
∙풍수해 분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자료 수합 정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열람공고에 따른 협의
∙재정비촉진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협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중앙기관평가관련 업무지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사업 시행
∙재해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풍수해 피해 및 복구자료 자치구 입력 관리
∙풍수해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소방방재청 풍수해 관리시스템 관련 업무 

<부록 표 3-1> 물관리국 하천관리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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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획팀

∙사업계획 및 예산
∙하천 마스터플랜 수립
∙생태하천 복원
∙국가하천(중랑천)관리  
∙복개하천 복원

∙방학천 종합정비계획수립
∙강북지역 하천관리 (홍제, 도봉, 우이천)  
∙하천관리위원회 운영
∙하천 마스터플랜 수립
∙강북지역 하천관리(당현, 성북, 정릉천)  

하천관리팀

∙하천분야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
∙생태하천 복원에 관한 업무
∙하천거버넌스 관련 업무 
∙국가하천(안양천)에 관한 업무
∙강남지역 하천관리(지방하천)에 관한 업무
 －고덕, 망월, 사당
∙하천(공사장포함) 점검계획수립 등에 관한 업무(총괄)
∙하천법령에 의한 고시 관련 업무
∙대학과 연계한 하천관리에 관한 연구용역

∙강남지역 하천관리(지방하천)에 관한 업무
 －도림, 봉천, 대방, 시흥, 목감, 오류, 성내,  탄천, 

양재, 여의, 세곡, 반포  
∙복개하천 복원에 관한업무
∙하천관리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하천준설, 자전거도로 등에 관한 업무(총괄)
∙시특법 대상 하천시설물(제방)에 관한 업무  
∙하천법령 및 조례 등 관련업무 

청계천관리팀

∙한강지천 뱃길조성 주요업무계획 수립
∙한강지천 뱃길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무
∙한강지천 뱃길조성 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업무
∙한강사업본부 관련업무 

∙한강지천 뱃길조성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에 관
한 업무

∙한강지천 뱃길조성 문화재에 관한 업무
∙한강지천 뱃길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무 지원

기전팀

∙기전분야 사업계획 수립 시행
∙기전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
∙빗물펌프장 신ㆍ증설사업 계획 및 관리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관리
∙소송관련 업무
∙빗물펌프장 가동현황 자료 관리 
∙빗물펌프장 점검계획 수립
∙시특법에 따른 유지관리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관리
∙빗물펌프장 설계용역 내용검토(기계분야)
∙수문 보수보강 및 관리 
∙빗물펌프장ㆍ수문 관리요령 수립(전기분야)
∙빗물펌프장 설계용역 내용검토(전기분야)
∙하천영상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관리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장비 관리ㆍ운영
∙수해예방 서비스헌장 계획수립 시행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신, 기타 장비 관리ㆍ운영
∙빗물펌프장 현황 및 대장 관리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관리
∙양수기(수중, 엔진) 현황관리
∙강우량계, 하천수위계 유지관리  
∙전산분야 사업계획 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 전산장비 유지관리
∙빗물펌프장 전산설비 관리
∙수문정보 및 홍수정보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문정보관측소(강우량계, 하천수위계) 유지관리
∙강우ㆍ수위 및 기타 관측자료 정리 

용지팀

∙하천편입토지 보상
∙국.공유재산에 관한 업무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소송에 관한 업무
∙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업무
∙세외수입에 관한 업무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소송에 관한 업무
∙하천 점유ㆍ사용료 등에 관한 업무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에 관한 업무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
∙골재채취에 관한 업무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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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획팀

∙국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각종 업무보고 작성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자료 작성
∙국 인사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경영기획실 관련 업무
∙여행업무 및 나눔과 봉사에 관한 업무
∙국 예산편성 및 결산 업무  
∙일상경비집행에 관한 사항
∙일반서무 및 국장실 운영지원
∙시장 지시사항 총괄 
∙BSC 및 각종 평가전반 관련 업무
∙국 성과포인트사업 심사에 관한 업무 

∙창의행정에 관한 업무
∙시정설명회 개최업무
∙희망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물관리국 홍보계획 수립
∙보도자료, 기자설명회 등 물관리국 홍보 관련사항
∙홍보물제작, 물재생센터 활용 홍보마케팅 추진 사항
∙국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충무계획, 비밀 및 보안업무
∙국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  
∙차량관리 및 행사지원 등에 관한 사항  

물관리운영팀

∙물환경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서울공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하천 르네상스 등)
∙서울 미래비전 2020 수립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성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총괄)
∙국회, 시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총괄)
∙한강지천 르네상스 수립에 관한 사항
∙재생수(하수처리수 재이용, 허드렛물)활용에 관한 사항
∙성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한강지천 르네상스, 재생수 
활용)

∙동북권, 서남권 르네상스 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빗물관리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빗물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빗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빗물 민간보조금사업에 관한 사항
∙빗물 워크숍 운영에 관한 사항
∙빗물관리시설 통계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업무에 관한 사항(총괄)
∙국회, 시의회 및 예산에 관한 사항(빗물관련업무)  
∙남산 물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빗물 침투시설에 관한 사항
∙허드렛물 활용에 관한 사항
∙물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물돌이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
∙팀 내 창의행정추진에 관한 사항
∙국회, 시의회 및 예산에 관한 사항(남산 물관리 사업)  

수질관리팀

∙하천수질개선대책 수립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한강수계 시ㆍ도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지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비영리민간단체ㆍ법인(수질분야) 등록 및 관리
∙한강(잠실수중보 상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잠실상수원 오염행위단속에 관한 사항
∙수질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한강(잠실수중보 하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수질오염사고예방ㆍ수습에 관한 사항
 (수질오염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수립 포함)
∙수질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물고기 피해 예방대책 추진
∙조류예보제 시행에 관한 사항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및 사업관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관한 사항 
∙지천별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지천 가꾸기 포함)
∙시민참여 하천수질 모니터링  
∙상수원순찰용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수질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
∙잠실상수원 오염행위단속에 관한 사항 지원
∙수질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지원 

<부록 표 3-2> 물관리국 물관리정책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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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리팀

∙토양보전계획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정밀조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토양관련 환경오염사고 처리 등 추진
∙토양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캠프킴기지 주변 오염 정화용역 관리
∙지하수 관리 업무처리 협조지원  
∙녹사평역 지하수오염 정화용역 발주 및 감독 
∙녹사평역주변 지하수오염 정화비용 배상청구에 관한 사항
∙지하수관리계획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지하수법 및 조례ㆍ규칙에 관한 사항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계획 수립 등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관한 사항
∙정화업등록에 관한 사항
∙지하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및 환경부 관련 사항
∙토양오염 관리 업무처리 협조지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수량 등 행정시스템)
∙지하수 관측시설(보조관측망) 지도감독
∙유출지하수 이용‧관리(조사‧지도)에 관한 사항
∙지하수 원상복구 및 폐공 찾기에 관한사항
∙시공업체 및 영향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지하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등
∙지하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토양오염 관리 업무처리 협조지원

<표 계속>

도로관리팀

∙도로교통사업소 업무총괄 및 지도관리(행정)
∙중기재정 및 성과관리(도로교통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예산절감 및 심사(도로교통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소 건설공사 계약 및 관리분야 청렴도 업무 총괄  
∙경상비 예산편성 및 결산
∙복무일반 및 교육훈련
∙재무회계시스템 관리(예산 및 일상경비 집행)
∙도로교통사업소 업무총괄 및 지도관리
∙도로교통사업소 회의

∙시설관리공단 정책 지도ㆍ감독
∙도로 제설작업ㆍ설해대책
∙제안, 창안, 신공법 등 제도개선 사항
∙타 부서협의(도시계획 및 재건축 등)
∙대설 위기관리 매뉴얼 및 도로원표 관리  
∙예산관련 업무 지원
∙목표설정 및 달성도 평가 등 목표관리
∙법령 및 자치법규 업무
∙도로교통사업소 관련 전자민원 일반

도로르네상스팀

∙거리환경 개선사업 선정위원회 운영
∙대상사업 선정, 투자심사 및 예산
∙르네상스 사업 설계관련 업무 총괄
∙르네상스 사업(25개 구)
∙특별 수명사항에 대한 보도공사장 점검게획 수립 및 
점검 총괄

∙보도포장 기술교육과정 운영
∙보도관련 인센티브 사업 평가업무 총괄

∙르네상스 사업 공정관리 총괄
∙보도관련 민원업무 총괄(공사관련외 보도)
∙특별 수명사항에 대한 보도공사장 점검
∙여행길 프로젝트 추진
∙보도정비 제도개선(지침,시방,기능성,친환경 등)
∙보도 자재 관련 업무(기준,품질,시공 등)
∙보도관련 교육, 발표자료 작성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언론 보도자료, 홍보자료 작성

포장관리팀

∙포장도로 유지관리
∙아스팔트 포장도로 조사 및 분석 운용
∙도로수방에 관한 계획 운영
∙도로 유지관리사업 예산 관련 업무 
∙포장도로 정책포럼 운영
∙특수(개질,저소음,배수성 등) 아스팔트 활용
∙아스팔트 포장 설계기준ㆍ지침ㆍ시방서 등 관련 사항
∙저소음ㆍ배수성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평가 및 유지관리
∙춘ㆍ추계 도로장비
∙시유 특허권(포장관리) 운영

∙굴착관련 법령, 자치법규, 지침, 기준 등의 제ㆍ개정 사항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ㆍ운용
∙도로굴착 업무 지원 및 하자검사
∙도로굴착기금 관리ㆍ운용ㆍ결산(기금예산 배정)
∙보도굴착 전폭복구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도로 맨홀 정비
∙도로굴착 기금 관리ㆍ운용(자금관리ㆍ출납)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징수 
∙도로포장 및 도로굴착 통계

<부록 표 3-3> 도시교통본부 도로기획관 도로관리담당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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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관리팀

∙도로시설물 관리체계 구축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한강교량, 일반교량)
∙도로시설물 신기술, 신공법 관련 협의 업무
∙BMS 구축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고가차도,시도상 입체교차, 지하
보차도, 보도육교, 지하차도)

∙도로시설물 재난(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관련 사항)
∙자치구 관리 시설물 보수 지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터널)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 및 진단 관련 업무(시설물 안전관
리 특별법)

∙도로시설물 내진 대책 관련 업무
∙제한차량 운행 허가 업무(기중기)
∙중차량 운행체계 관련 업무(성능개선사업 포함)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시스템 운영 및 개발
∙통행 및 운행제한 공고
∙도로시설물 현황 통계 총괄  
∙중차량 운행허가 업무(카고,트랙터,기중기,기타)
∙통행 및 운행 제한 공고 지원
∙도로시설물 현황 통계 
∙중차량 허가 대장 작성  

시설관리팀

∙자동차전용도로 업무
∙도로부속물 업무
∙공동구 관리 업무

∙하천 복개 구조물 업무
∙방음벽 관련 진정, 민원(시도, 자동차전용도로)
∙소송 및 환경분쟁

도로점검팀

∙시공, 하자관리 보도 점검게획 수립 및 지도점검 시행 
총괄

∙현장, 하자관리 지도 점검
∙도로상 관련시설물 청결실태 점검 
∙보도관련 인센티브 사업 평가
∙보도 설치관련 각종 지침 등 관련 업무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순찰점검 및 정비보수팀 총괄
∙보도관련 민원 총괄
∙보도공사장 현황 관리
∙보도현황 통계

도로정보화팀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침 수립
∙도로관리시스템 사업 발주ㆍ계약ㆍ사업관리ㆍ준공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협의회 운영 총괄
∙도로관리시스템  구현(S/W 및 H/W 도입ㆍ관리, 기전
시설물)

∙포장도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침 수립
∙포장도로 관리시스템 사업 발주ㆍ계약ㆍ사업관리ㆍ
준공

∙도로관리시스템 구현(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도로관리 경계 조정
∙도로관리체계 재정립
∙도로대장 양식 표준화
∙수치지도(도로 도형 DB) 
∙수치관리시스템 구현(도로노선)
∙도로굴착 복수시스템 유지운영 총괄
∙포장도로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도로교통사업소 통신망관리 총괄

기전관리팀

∙도로조명 중장기 계획 수립
∙도로조명 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
∙도로조명 신제품 개발
∙도로조명 관리상태 및 순찰점검 업무
∙터널, 지하보차도 기전설비 중장기 계획 수립
∙터널, 지하보차도 전기설비 개선계획 수립 추진
∙도로기전 관련 소송 
∙터널, 지하차도 전기설비 예산편성
∙가로등 통제소 및 중계소 운영

∙가로등 점ㆍ소등 원격조정장치계획 수립 및 조정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터널 및 지하보차도 재방송 설비, 통신설비 관리
∙터널 및 지하보차도 기계설비 개선계획 수립 및 관리
∙터널 방재설비 개선계획 수립 및 관리
∙도로보수용 건설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도로기계분야 제안 기술개발 연구 
∙도로기계, 장비 관련 자료 및 통계현황
∙도로기전분야 창의업무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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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팀

∙건축위원회 구성(개편)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ㆍ교통 통합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ㆍ교통ㆍ환경 합동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심의에 대한 국회, 시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 소위원회(교통분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통개선대책 심의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통개선대책 심의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공사장, 위험시설물) 관련 업무 총괄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및 각종 안전점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지진 등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부) 
∙건축위원회 심의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입력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윤번제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ㆍ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건축심의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부록 표 3-4> 주택국 건축기획과 건축계획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생태기획팀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회의자료 관련업무
∙주요업무(균형성과, 목표관리 등) 평가
∙국회 및 시의회, 감사업무
∙인사(교육, 상시기록)및 조직관련 업무
∙창의활동(상상뱅크 등) 및 혁신에 관한업무
∙주요예산사업(편성ㆍ결산) 업무에 관한총괄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 관한 업무
∙숲속여행프로그램 및 자연생태체험교실 운영
∙기타 보안, 일반서무에 관한사항  
∙비영리사단법인, 민간단체 등록ㆍ관리 지원 
∙민원(시장에게 바란다 등) 처리 및 관리 
∙부서 희망드림프로젝트(자원봉사) 운영ㆍ관리

자연자원팀

∙야생동ㆍ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2개소)
∙철새보호구역(중랑천 등 3개소) 관리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신규지정
∙서울시 보호동ㆍ식물 등 인공증식 및 방사 
∙각종 개발사업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의견제출
∙자연환경보전법령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령 관련 조
례ㆍ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

∙야생동ㆍ식물보호 세부계획(시ㆍ도기본계획) 추진
∙멸종ㆍ감소 및 보호 야생동ㆍ식물 지정ㆍ보호
∙야생동물 보호(밀렵 단속, 구조ㆍ치료 등) 및 수렵면허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야생동물 관리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ㆍ개선 및 행위허가
 －한강밤섬, 둔촌동, 고덕동, 암사동, 헌인릉, 불암산삼

육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생태조사연구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ㆍ개선 및 행위허가
 －방이동, 창덕궁후원, 남산, 인왕산, 봉산, 진관내동, 

청계산, 탄천
∙생태계교란야생식물 관리
∙한강생태계 및 도시숲(산림)생태계 조사연구
∙자연환경보전계획 및 습지보전실천계획(시ㆍ도기본
계획) 추진

∙자연경관영향 검토 및 관련제도  
∙야생동ㆍ식물 정보 관리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ICLEI “LAB 프로젝트”(국제협력사업) 추진 관련 업무
∙생태관광 및 생태마을 추진에 관한 업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생태복원팀

∙녹지축 및 생태연결로 조성에 관한 업무
∙절개지 복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에 관한 업무
∙수방대책에 관련한 업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생태복원 방향 제시 및 기술 개발
∙서울창포원에 관한 업무
∙생물서식공간(Bio-top) 조성에 관한 업무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관련 업무(강남권)
∙산림생태 복원에 관한 사항
 －물순환 생태계류 복원사업, 생태학습장 조성 업무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관련 업무(총괄, 강북권)
∙유수지 습지생태복원 및 녹화관련 업무
∙산지사방 및 사방지 지정에 관한 업무

<부록 표 3-5>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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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관리팀

∙조림 및 육림행사, 산림보호강화사업(일자리 창출)
∙산불방지
∙충무4110 전시산림 계획 수립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결산 및 채권관리
∙산림사업법인등록 및 지도 감독
∙산림기술자 관리
∙산림의 자원조성 관리 및 산림정책 개발
∙숲길조사 및 등산로 정비

∙Green Trekking Circle 정비사업
∙보전산지 지정 및 산지전용
∙도시림 조성ㆍ관리계획  
∙숲가꾸기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도시생태림 조성사업
∙임업생산 통계 및 산림 축적조사 작성 
∙산자락길 조성 

<표 계속>

1팀

∙주요사업계획 수립 관련 업무총괄 
∙감사관련 업무총괄
∙신공법, 신기술관련 총괄
∙청와대주변 관광명소화사업(본부총괄)
∙인사, 조직, 제도개선, 보안, 상훈, 교육 관련업무
∙원인자부담금 관련 업무총괄 
∙창의관련 업무 , 민원처리업무
∙도로시설물유지관리, 안전진단 계획총괄
∙터널, 지하차도 세척 총괄
∙공사, 시설물관리 홍보
∙고객만족1분과 총괄
∙예산총괄

∙충무계획, 재난, 위기관리
∙건설안전자문단운영 관련업무
∙부실벌점 관련업무
∙감리, 설계용역 현황관리
∙도로통계 업무
∙시설물유지관리(본부, 건설현장)관계자 교육
∙ISO 및 품질관리 총괄
∙심사분석, 공정, 목표관리제
∙회계업무(일상경비 포함)
∙물품구매(안전장구 포함) 및 관리 업무총괄
∙원인자부담금 체납관리 업무보조
∙업무택시 및 승용차 요일제 관한 사항

2팀

∙욱천 복개구조물 2
∙팀 예산
∙본부 풍수대책 총괄
∙시도상 지하차도 유지관리

∙성동, 남부, 북부사업소 관내
∙욱천 복개구조물 1
∙팀 성과분석, 목표관리
∙환경순찰, 강서, 동부, 서부사업소 관내

3팀

∙자동차전용도로 점검 및 관리업무
∙설계변경 소위원회 관련업무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 홍지문.정릉터널, 성북천 복개
∙당현천2, 망원5교
∙동부간선도로(강북구간), 북부고가, 자양고가, 영동대
교북단C램프

∙정릉천복개-2, 월곡천복개-1, 화계천복개
∙자동차전용도로 수방대책
∙자동차전용도로 통계
∙강변북로(서호교~두모교~아차산대교),서호교,당인교, 
∙홍재천고가, 홍재천복개1-2, 1-5  

4팀

∙방음벽 설치 관련 업무 총괄
∙자동차 전용 도로 관리
∙하천복개구조물 및 교량 유지 관리
∙올림픽대로(하일동~김포공항), 동부간선도로(강남구
간), 탄천1고가교, 탄천2고가교, 청담2교, 시흥천-1

∙하천복개구조물 유지관리 업무
∙제설대책 업무
∙전용도로 관리(양재대로, 우면산로, 노들길)

∙복정고가교, 봉천천, 대방천, 노량대교
∙도로안전시설 확충 관련 업무
∙도로부속시설 관련 업무 총괄
∙전용도로관리(제물포길,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포이~내곡간 도로(언주로))

∙내곡터널, 구룡터널, 경인1지하차도, 염창IC, 도림천
-1, 도림천-4, 도림천 좌안

<부록 표 3-6>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 시설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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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팀

∙시설물기술지원 총괄
∙하천 복개구조물 유지관리(청계천 좌우안)
∙국내외 선진기술 도입보급
∙올림픽,서강,한강,두모교 기술지원
∙우면산, 월드컵터널
∙일원터널 보행환경개선 공사
∙12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국내외 선진기술 도입보급 - 창의지식동아리관리, 국내ㆍ
외 관련학회 학술지 최신자료 분석 

∙과학적 예방적 유지관리 - 계측기 및 최적 계측시스템 구축
방안연구

∙성수대교, 정릉천고가, 서호교 기술지원
∙과학적 예방적 유지관리 - 터널사면 유지관리 문제점 및 
개선대책수립 연구

∙원효대교, 행주대교, 홍제천고가 기술지원

6팀

∙공동구관리 업무총괄
∙두모교, 녹번천 복개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녹지관련 총괄
∙북부간선도로
∙서초고가

∙사당천, 불광천 복개
∙소규모공사 위탁관리업무
∙경부고속도로 관리업무
∙전용도로팀 관리시설물 점검계획 수립
∙청담대교, 잠원고가, 반포1,2복개, 아차산대교

7팀

∙남산1호터널 순찰, 점검, 시설운영, 정비보수
∙남산2호터널 순찰, 점검 시설운영, 정비보수
∙남산3호터널 순찰, 점검, 시설운영, 정비보수
∙가로등 순찰, 점검, 시설운영, 정비보수
∙외발산지하차도관리
∙미세먼지 저감 특정차량 관리 및 운전
∙가로등 공사계획 수립
∙가로등 개량, 유지관리
∙공동구전기분야 유지관리
∙시설관리공단 기전설비 유지관리
∙터널 및 지하차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현장직원 안전교육 및 관리
∙터널 및 지하차도 정기 안전점검
∙경사형엘리베이터 유지관리

∙1종시설 경관조명관련 업무 총괄
∙공동구 전기설비 유지관리업무
∙자동차전용도로 기전시설 유지관리
∙재방송설비 개량 및 유지관리
∙터널 및 지하차도 기계분야 개량, 유지관리업무
∙기전분야 풍수해 대책업무, 기타 지시사항
∙미세먼지 청소 유지관리 업무총괄
∙방재관련 업무총괄
∙미세먼지 청소 유지관리
∙터널 및 지하차도 기계시설물 유지관리
∙차량, 자재, 유류수급관련 업무
∙전기자재, 공공요금
∙터널 및 지하차도 전기시설유지, 운용, 안전교육 및 점검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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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록4

◦본 내용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2007.11.1)｣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며,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

정될 것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방재기획과
담 당 팀
연 락 처
팀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안전관리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절차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

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계획”이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에 의해 수립되는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2. “재난및안전관리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수행되는 관련 사업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및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행정국(행정안전본부(안))을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소속행정기

관으로서 재난및안전관리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5. “주된 사업”이라 함은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재난및안전관리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6. “사업계약자”란 재난및안전관리사업을 수행하기로 시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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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및 시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재난및안전관리

사업에 적용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재난및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및안전관리사업계획

(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재난및안전관리사업

2. 자체 추진하고자 하는 재난및안전관리사업

3.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재난및안전관리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재난및안전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법규 분석

4. 재난및안전관리 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

5. 활용 조직 및 관리실태 분석

6. 타 기관(부서) 및 외국사례의 분석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난및안전관리사업 예산타당성검토요구서를 예산담당부서

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재난및안전관리사업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난및안전관리사업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난및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

는 때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예산타당성검토요구서를 당해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

예정 1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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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비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타당성검토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재난및안전관리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법령, 규정 준수여부 등

3. 관련업무의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④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 시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예산확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

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재난및안전관리사업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예산은 총괄부서의 소관예산으로 편성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예산으로 편

성한다.

1. 주된 사업에 부수된 사업으로서 재난및안전관리분야 예산을 분리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주관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된 경우

제7조(사업계획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제5조제2항 각호의 사업은 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매

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및안전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 등 수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및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필요 시 ｢서울특별시 환경

영향평가조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및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한 재해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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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난및안전관리사업의 발주

제9조(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재난및안전관리사업의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안요청서 작성) 재난및안전관리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

난및안전관리사업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목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4. 사업수행조직

5. 재난및안전관리사업 요구사항

6. 관련기술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8. 기간 및 특수조건

9.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제안요청서 검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월 이내에 당해부서에 통보한다.

1. 사업목표의 적정성

2. 적용기술의 적정성

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여부

4. 관련기술 사양 및 목록의 적정성

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시 제안요청서의 검토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규격 또는 제안서 평가에 의한 기술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기술심사위원회 위원,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중에

서 사업평가에 적정한 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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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의 선임 및 회의의 운영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

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

에 따른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평가기준 및 방법)

① 평가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한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한도를 참

고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평가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고ㆍ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③ 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으로

하여금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되

었는지 확인하고 서명한다.

제14조(계약체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수행의 관리 및 검수

제15조(과업수행계획서 승인)

① 주관부서에서는 사업계약자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승인한다.

1. 공정관리

2. 조직/인력관리

3. 변경관리

4. 성과물관리

5. 위험관리

6. 품질관리

7. 보안관리

8. 사업관리 및 표준화의 준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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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과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와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

라사업을관리한다.

제16조(감리시행)

① 재난및안전관리사업으로서 그 총 사업비에서 시설자재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의 장이 감리를 실시한다(필요 시, 총괄부

서의 장은 감리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감리

전문업체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발주사업

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

여 자체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감리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안요청서ㆍ과업지시

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개시 5일전까지 주관

부서의 장에게 감리계획을 통보한다.

③ 사업계약자는 통보된 감리개시일 2일전까지 작성된 관련 성과물을 주관부서의 장

을 경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감리완료 후 감리결과에 대한 감리 보고서를 주관부서의 장 및

사업계약자에게 통보한다.

제18조(감리결과보고)

① 사업계약자는 감리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리보고서 수령 후 5

일 이내에 감리결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계약자의 감리결과 조치계획에 근거하여 수정ㆍ보완한 후 별

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감리결과조치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감리결과 긴급 또는 통상 개선사항에 의하여 수정ㆍ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계약만료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선

결작업 지연 등 주관부서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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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검사 및 인수)

① 사업계약자는 계약사항 이행완료일 또는 감리실시인 경우 감리결과 조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

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후 14

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

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사업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업계약자는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약자가 수정ㆍ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야 하며 그 절차는 제3항에 의한다.

제20조(최종성과물 제출)

① 사업계약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한 운영계획서 및 기타 최종성과물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난및안전관리사업 결과보고서 및 관련도면

2.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3. 재난및안전관리사업 성과물 관리방법 및 절차

4. 성과물의 보완ㆍ변경 관리

5. 성과물 활용에 필요한 교육 수행

6. 재난및안전관리사업 관련 기술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파견

7. 보안체계

8.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

9.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제21조(사업완료 통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주관한 재난및안전관리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총

괄부서의 장에게 사업완료를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사업완료 통보 시 결과보고서, 분석서, 설계서 등의 각종 산출물 전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 재난및안전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산출물에 대하여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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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재개발)

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 재난및안전관리사업 성과물

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을 한다.

② 이 경우 추진절차 등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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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재난 및 안전

관리사업 내용
부록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부서

예방
대책

∙재난대비 교육
ㆍ훈련

-재난예방교육ㆍ홍보(시민)
-긴급구조교육(긴급구조ㆍ재난관리업무 종사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관계기관 합동훈련)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안전관리자문
단 구성ㆍ운영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등에 관한 자문
ㆍ안전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2008년 413명)

-행정국 방재기
획과

∙안전점검 및 방
재의 날 지정ㆍ
운영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ㆍ재난취약시설 일제점검, 생활안전문화운동
-방재의 날(매년 5.25)
ㆍ자연재난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의 관련 행사

-행정국 방재기
획과

∙ “안전관리헌
장” 실천 주간 
추진

-안전관리헌장 실천주간(10.29~11.4) 운영
ㆍ안전관리헌장의 전문 및 7개 실천 강령

-행정국 방재기
획과

∙재난예방 관리
활동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ㆍ정비
-재난 예측, 정보전달체계 구축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및 재난관리예방 홍보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규정 제정ㆍ보완
-재난발생 위험시설의 지정ㆍ관리 및 정비
-물자ㆍ자재 비축, 재난방지시설 정비, 장비ㆍ인력 지정
-예방조치를 위한 사업비 확보

-행정국 방재기
획과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특정관리대상
시설(지역) 지
정ㆍ관리

-일제조사(연1회) 및 수시조사
ㆍ재난관리부서:전체시설 조사기본계획 수립
ㆍ시설관리부서:소관시설 세부조사계획 수립ㆍ실시
-중점관리시설(지역) 안전관리
ㆍ정기점검(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및 수시점검
ㆍ사용제한ㆍ금지, 긴급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
ㆍ관리카드 작성ㆍ기록관리, “재난관리업무지원시스템” 전산입력

ㆍ관리
-재난위험시설(지역) 안전관리
ㆍ관리책임자 지정ㆍ관리:시설관리부서 국ㆍ과장급
ㆍ정기점검(월1회) 및 수시점검
ㆍ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ㆍ금지 등 안전조치
ㆍ재난위험시설 해소 장ㆍ단기계획 수립ㆍ추진
ㆍ관리카드 작성ㆍ기록관리, “재난관리업무지원시스템” 전산입력

ㆍ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ㆍ관리 정비결과 보고

-행정국 방재기
획과

∙특정관리대상
시설(지역) 안
전점검

-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등
ㆍ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등에 대한 정기점검(재난위험시설(월1회 

이상), 중점관리시설(매반기 1회)) 및 수시점검
ㆍ재난관리부서:연간 점검 기본계획 수립(전년 12월)
ㆍ시설관리부서:1뭘 중 실시계획 수립ㆍ점검 실시

-행정국 방재기
획과

<부록 표 5-1>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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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부서

예방
대책

∙재난위험시설 
해소 장ㆍ단
기 계획 수립

-장ㆍ단기계획 수립, 해소추진
-기관별 종합계획(장기:5년마다, 단기:매년)
-단위시설물별 세부 해소계획(시설물ㆍ건축물분야)

-행정국 방재기
획과

-시설관리부서

∙「시특법」대
상 시설물 안
전 및 유지관
리 강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대상 시설물
ㆍ8개 분야, 1종 및 2종 시설물로 구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ㆍ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
-안전점검(1ㆍ2종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1
종) 실시시기 및 자격요건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평가(A~E급)
-관리주체:시설물 관리책임자(공공ㆍ민간)

-행정국 방재기
획과

∙“안전점검기동
팀”운영

-구성(인원 8명, 장비 16종)
-수행임무
ㆍ중점관리시설 표본 안전점검
ㆍ계절별 중점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ㆍ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순찰
ㆍ시ㆍ자치구 안전점검 관련 담당자 교육
ㆍ유관기관 정보 및 주민신고사항에 대한 긴급점검
-연간 표본 안전점검 추진계획(분기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시민안전문화
운동 추진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시민 안전체험관 운영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ㆍ운영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행정국 방재기
획과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대비
대책

∙재난상황관리
의 현대화

-119재난종합상황실(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 통합운영시스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수방시스템, 제설시스템)
-민방위 경보통제소(민방위경보시스템)

-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대책
본부 설치ㆍ운
영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및 정보통신체계 구축
-신속한 재난현장 지휘 및 상황관리 등

-하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의 적립ㆍ운용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ㆍ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한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
ㆍ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

-하천관리과

∙재해구호기금
의 적립ㆍ운용

-재해구호기금의 사용용도
ㆍ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이재민 응급구호 

등
-복지국

∙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

-재난관리업무지원시스템(NDMS) 운영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행정국 방재기
획과

∙이재민 수용시
설 지정ㆍ관리

-수용시설의 규모와 장소 지정
-관리상태 수시점검, 환기, 보온 등 생활환경 설비 확보

-복지국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운영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최근 10년간의 재해현황을 감안하여, 재해구
호물자 확보 및 비축

-복지국

∙물자ㆍ자재의 
비축 및 재난방
지시설 정비

-재난응급대책과 복구에 필요한 물자ㆍ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 정비
-이재민 구호물자 및 방역물자 확보ㆍ비축

-복지국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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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부서

대비
대책

∙긴급구조대응
계획의 수립
ㆍ운영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전반적 대응계획
ㆍ기본계획+기능별계획+유형별계획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재난발생 우려
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 조치
-응급부담

-소방재난본부

대응
대책

∙재난상황관리
의 일원화

-재난상황관리체제 확립
-대형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ㆍ4개 상황실의 통합 운영, 모든 재난 신고의 119일원화

-소방재난본부

∙재난 예ㆍ경보
의 발령

-전기통신시설, 방송의 우선사용 요청
-재난안전대책
본부장

∙긴급구조활동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ㆍ중형재난 이상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제로 전환
ㆍ대응단계0(일상적 대비업무), 대응단계1(일상적 사고), 대응단계2

(중형 재난), 대응단계3(대형 재난)
ㆍ긴급구조 현장지휘대
-재난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립
ㆍ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하나의 관할구역 내 다수의 지원

기관이 공동 대응하는 재난인 경우
-인력지원센터
ㆍ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긴급구조 출동자원 현황
ㆍ소방서, 119구조대, 119안전센터, 구급대, 의용소방대 종합방재센

터, 소방항공대, 서울소방학교, 119특수구조대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현장응급의료
소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소 조직
ㆍ중증도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의료자원지원반, 임시영안소

-소방재난본부
-관할보건소

∙현장상황관리
관의 구성ㆍ운
영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 시 운영
ㆍ현장 상황파악, 상황관리 지원 등

-재난안전대책
본부

∙재난사태 선포
건의

-극심한 피해가 발생ㆍ예상되는 재난에 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장 또는 국무총리가 선포

ㆍ재난경보의 발령, 인력ㆍ장비 및 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
령, 응원 등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응급조치

-재난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ㆍ경보 발령ㆍ전달, 피난 권고
ㆍ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등
ㆍ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 등

-소방재난본부

∙동원명령 및 응
원요청

-민방위대 동원 및 군부대 지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직원 출동, 물자 및 인력ㆍ장비 동원 요청

-비상기획관 민
방위담당관

∙의연금품의 모
집ㆍ관리 및 배
분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의연금 배분용도 및 지급기준
-의연품의 배분 및 처리

-전국재해구호
협회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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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부서

대응
대책

∙위험구역 설정
ㆍ대피 및 응급
부담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강제대피 조치
-통행제한
-응급부담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긴급구조활동상
황의 보도안내

-연락공보담당 지정(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신문ㆍ방송ㆍ통신
사 협의), 재난방송국의 지정ㆍ운영(한국방송공사)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복구
대책

∙신속한 응급복
구 대책

-상ㆍ하수도시설, 전기ㆍ통신시설의 응급복구 대책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응급대책 등

-행정국 방재기
획과

∙방역 등 보건위생 
및 부상자 치료

-방역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기동의료반의 편성 및 부상자 치료대책

-행정국 방재기
획과

∙원활한 재난복
구대책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계획 수립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건설업체 장비 지정

-행정국 방재기
획과

∙특별재난지역
의 선포 건의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재난
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 대통령 선포

-행정국 방재기
획과

∙지방합동조사
단 구성ㆍ운영

-관계부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중앙합동조사반과 활동
-행정국 방재기
획과

∙손실보상 -‘동원명령’, ‘응급부담’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행정국 방재기
획과

∙치료 및 보상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자 등이 응급조치ㆍ긴급구조활동 중 
부상ㆍ사망한 경우

-자원봉사자 장비 등이 긴급구조ㆍ복구와 관련하여 고장ㆍ파손된 경우

-행정국 방재기
획과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부서

예방
대책

∙수방시설 점검 
및 정비

-빗물펌프장, 수문, 유수지, 하천ㆍ제방, 하수도(점검ㆍ정비), 하천 준
설, 하수도 준설

-물관리국하천
관리과

∙위험구역 설정 
운용

-재해취약지역인 하천 산간계곡 등 다중집합 장소를 위험구역으로 
설정, 기상악화 시 출입제한, 대피 등의 조치로 인명피해 사전예방

-물관리국 하천
관리과

∙자연재해위험
지구 지정관리

-가~다 등급으로 구분관리(구청장 지정)
-물관리국 하천
관리과

∙자연재해위험
지구별 피해가
상 매뉴얼 작성
활용

-자연재해위험지역별 상황관리 시작단계부터 응급복구 완료 시까지
의 수습체계 매뉴얼 작성 비치

-물관리국 하천
관리과

∙대형공사장 관
리

-택지 및 재개발사업장, 도로 및 교량, 대형신축건물, 상수도, 지하철, 
하천 내 공사장 등 50억원 이상 규모의 재연재해 우려 건설공사장 
관리ㆍ보완조치

-물관리국 하천
관리과

-주택국 건축기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재해취약시설 
정비

-축대ㆍ옹벽, 도로ㆍ교량, 하천, 빗물펌프장ㆍ수문, 하수도 등 방재시
설물 개ㆍ보수

-물관리국 하천
관리과

∙방재물자 비축 
및 수용시설 지
정

-수방자재 확보, 구호물자 비축, 구호소 지정, 방역물자 비축, 수난구
조용 장비 확보ㆍ정비, 고립예상지역 사전지정 및 대책 수립, 헬기 
지원체제 확립 등

-한강사업본부

<부록 표 5-2> 풍수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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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대책

∙장비지정 및 동
원

-장비지정 및 동원 우선순위체계 확립
-군 및 구청 간 지원협조체계 구축

-물관리국 하천
관리과

∙방재교육, 훈
련, 대시민 홍
보, 방재의 날 
행사

-중앙, 지방, 자체 교육 실시
-도상 및 전산훈련, 실제훈련
-행동요령 및 홍보활동
-재해예방 캠페인, 수방시설ㆍ취약지역 총점검

-물관리국 하천
관리과

∙유관기관 협조
체제 강화

-유관기관 합동근무 실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운영

-물관리국 하천
관리과

대비
ㆍ

대응
대책

∙기상특보상황
별 조치사항

-행정기관조치사항(호우,태풍 특보예고ㆍ발령 시)
-시민행동요령(호우,태풍 사전대비, 발생 시)

-기상청

∙홍수예ㆍ경보 -홍수 예ㆍ경보 발표 기준, 전달체계, 조치시항
-한강홍수통제소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재해사전대
비 대피제」지
속 추진

-기상정보 초기단계부터 재해예상지역의 행락객 및 주민들 사전대피
-계절별, 피해원인 및 자연재해위험지구별 대피계획 수립(경보, 대피
방송, 대피 계획)

-물관리국 하천
관리과

∙주민대피 및 재
난구조 대책

-주민대피(대피장소 지정, 대피체계 수립)
-인명구조ㆍ구난을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ㆍ운영

-소방재난본부

∙교통통제 대책

-대상 도로 및 교량(조사 및 대책수립)
-통제 체계(통제방법 및 기준)
-시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건설안전본부, 경찰서 등 해당임무
-통제방법 및 기준
-해제 및 청소대책
-지하보ㆍ차도 및 사고현장 교통통제
-지하철 안전운행 대책

-도시교통본부
-경찰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한강 시민공원 
및 수상관리 대
책

-시설물 대피(한강 편익시설, 수상시설, 관리시설)
-선박운항 통제
-이용시민 대피 및 인명구조 대책
-하천제방 및 공사장 대책, 수중보 관리

-물관리국 하천
관리과

∙응급복구

-수방기동순찰반 편성 운영
-응급복구 계획수립 및 조치
-응급복구를 위한 노동력 확보
-피해주택에 대한 응급조치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물관리국 하천
관리과

∙응급구호
-구호체계 수립, 방역
-재해발생지역 의료반 배치, 이동진료소 및 집단급식소, 비상급수, 
생필품, 청소대책 등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자원봉사자의 
활동 추진

-자원봉사자 구성(신청자 접수ㆍ관리)
-수해지역 사전지원 대책 수립
-자원봉사자의 적정 배치

-복지국 복지정
책과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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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부서

복구 
대책

∙민생관련부분 
복구비 우선 지
원제 추진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선지원 후정산)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재원 활용

-물관리국 하천
관리과

∙수해피해조사

-합동조사반 편성(피해 소관부서 직원)
-피해상황 보고(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피해조사 요령
-피해원인 조사분석 및 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비 지원(국고의 부담 및 지원)
-과학적 피해원인 조사 및 수요자중심의 복구체계 확립
-복구사업 추진의 투명성ㆍ효율성 강화
-사유재산에 대한 풍수해보험제도 도입ㆍ운영

-물관리국 하천
관리과

∙복구계획 수립 -재해대장 작성(위치도, 피해및복구표준단면도)
-물관리국 하천
관리과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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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대책

∙한발 앞선 제설
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초동 제설체계 유지
ㆍ강설경보ㆍ화상정보시스템 활용, 강설에 대한 사전예측 강화
ㆍ신속한 상황전파, 비상근무체계 구축
-제설작업 사전 대비
ㆍ주택가 취약지점, 고갯길 등 제설함 사전대비
ㆍ민ㆍ관ㆍ군 협조체계 구축, 제설장비 보강 및 현대화
ㆍ교통대책(지하철ㆍ시내버스 연장운행 등)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담당관

∙제설작업역량 
강화

-제설장비 보강 및 현대화
-수급 조절용 비축창고 건립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담당관

∙제설자재 적기 
확보 및 관리

-사용량 추이, 기상전망 분석을 통한 적정량의 제설재 확보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담당관

∙제설대책 계획 
수립 시행

-제설대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개선을 위한 워크숍 실시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담당관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제설대책 개선
방안 지속 추진

-제설재 수급조절용 비축창고 건립, 습염살포방식 확대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담당관

대비
대책

∙신속한 초동제
설 체계 유지

-기상청예보, 강설경보 및 화상전송시스템, 경찰청 CCTV, 제설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예측

-제설작업 전진기지 분산 설치
-신속한 비상근무체계 구축
-버스전용차로 제설작업 최우선 시행
-취약지점 제설 담당제 지정(630개소)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담당관

<부록 표 5-3> 설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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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부서

대비
대책

∙제설작업 사전
준비 철저

-재난대책본부 편성 및 운용장비 점검ㆍ정비
-제설장비 가동상태 점검 및 정비
-제설취약지역 등 민간제설용역 시행
-고지대 생필품 공급로 지정ㆍ관리
-취약지점, 고갯길 등에 제설함 배치
-농업시설 설해 경감 사전준비
-산악지역 등산로 통제 운영
-제설작업기관별 제설작업 준비상황 점검ㆍ평가, 미비점 보완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담당관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폭설에 대비한 
제설체계 확립

-시민 교통대책 마련
-민간장비 동원체계 및 군부대 장비ㆍ인력 협조체계 구축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담당관

∙내집앞, 내점
포앞 눈치우기 
생활화 전개

-자발적인 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 홍보 강화
ㆍ시민제설자율참여봉사단 구성, 직능ㆍ직장단체를 활용한 시민제

설운동 전개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홍보
-선진외국 제도 홍보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담당관

대응
대책

∙강설(예상)량에 
따른 단계별 비
상근무체계 확립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단계별 근무계획에 따른 비상발령 및 직원소집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담당관

∙초동제설 실시

-제설장비ㆍ자재 사전 배치
-대중교통수단 제설작업 최우선 실시, 자동차전용도로 등 기능우위 
도로 우선 제설

-취약지점 제설담당자 배치, 제설작업 실시
-제설모니터요원 등을 활용한 상황파악 및 대처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담당관

∙시민에 대한 제
설상황 전파 및 
협조

-언론매체를 통한 제설상황 전파 및 시민당부사항 보도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담당관

∙폭설 시 예비 장
비ㆍ인력 동원 
및 교통대책 시
행

-평시 동원(지원)체제 구축
-대중교통 연장운행 등 시민 교통대책 시행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담당관

복구
대책

∙피해조사, 복
구계획 수립 및 
재난복구

-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 재난상황 종합ㆍ보고
ㆍNDMS 등 활용
-응급복구를 위한 민간 및 군 장비ㆍ인력 동원, 복구비 지원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담당관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부서

예방
대책

∙재난대비 종합
상황 관리체계
구축

-재난단계별 상황근무체계 운영
ㆍ평상시 주관부서 상황 접수
ㆍ비상시 재난규모별 별도 상황근무반 운영
ㆍ대형재난 시 ‘종합상황실(상수도사업본부 내)’, ‘현장상황반’ 설치

-행정국 방재기
획과

∙안전점검 및 재
난위험시설 관리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ㆍ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정비ㆍ보수 시
행

-행정국 방재기
획과

<부록 표 5-4> 가뭄재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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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부서

대비
대책

∙재난상황 발생
시 대책계획

-복구체계, 지원체계
-행정국 방재기
획과

대응
대책

∙상수도(수질오
염) 대책

-상수원 수질감시기능 및 정수처리공정 관리강화
-방재장비 확보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상황별 대응

-물관리국 물관
리정책과

∙가뭄재난(급수) 
대책

-가뭄발생 시 배수지 및 정수장기능 최적상태로 유지ㆍ운영
-제한급수지역 발생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상수도시설 순찰 점검
-일상, 정기, 특별점검 실시
-긴급복구반 편성

-물관리국 물재
생계획과

-상수도사업본부

∙공사장 안전관
리대책

-안전점검, 안전교육 시행
-안전미비현장 강력 제재, 공사실명제 실시

-주택국 건축기
획과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부서

예방
대책

∙대시민 지진방
재 교육ㆍ훈련
ㆍ홍보

-지진대비 도상 및 현장 훈련
-대시민 지진방재 홍보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도시의 방재성 
향상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개선
ㆍ대상시설물(자연재해대책법 제24조)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 추진
ㆍ지진피해의 목표수준 설정, 단계별로 달성 추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방재난본부

∙위험시설물의 
점검ㆍ정비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ㆍ안전점검에 따른 등급(A~E)분류 및 관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상시설물
ㆍ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행정국 방재기
획과

∙화재예상 시설
물에 대한 예방
대책 강화

-위험물 안전관리대책
ㆍ위험물 시설기준의 엄격적용으로 안전관리체제 확립
ㆍ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 향상 지도
ㆍ위험물 정기점검, 특별소방검사
ㆍ불법 위험물저장ㆍ취급행위 지속적 단속, 대량 위험물시설 소방안

전대책 강화
-화재취약시설 점검ㆍ정비
ㆍ화재취약시설 조치
ㆍ가스시설 누출방지대책
ㆍ도시가스 공급관리소 지진감시기 설치ㆍ운영
ㆍ위험물 취급사업장 방재대책 추진
ㆍ다중이용시설 예방대책
ㆍ사업장별 중대산업사고 방지대책 수립
ㆍ화재방지대책 강화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지진재난 예ㆍ
경보 전달체계 
확충ㆍ운영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
-CBS기능을 이용한 휴대폰 긴급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실시

-소방재난본부

<부록 표 5-5> 지진재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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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부서

예방
대책

∙지진재난 위기
대응 표준행동
요령 작성ㆍ활
용

-관련부서별 책임과 역할 규정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지진재난 관련 책임, 역할, 단계별 세부절차 
등 표준행동요령 작성

-소방재난본부

대비
대책

∙서울종합방재센
터(119재난종합
상황실) 운영

-지진발생으로 지진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기 
전까지 초기대처 매뉴얼 가동

-소방재난본부

∙통신수단 확보
-동시지령시스템 구축 활용
-119재난통신봉사단 아마추어 무선망 활용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물자 및 자재의 
비축

-물자ㆍ자재 비축 및 일시사용 지정
-시설ㆍ물자의 관리ㆍ사용계획
-가스분야 동원자원 현황
-민방위대 동원

-비상기획관 민
방위담당관

∙소방활동 및 위험
물 등에 관한 대
책

-소방장비 현황
-화재진압 대책 및 위험물ㆍ유독물 취급시설 등의 응급대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안전지
원과

∙주민피난시설 
및 대피장소 등 
지정ㆍ관리

-대피장소 및 대피로 지정ㆍ관리
-주민대피 신속상황 전파
-민심안정과 동향파악
-대피유도 및 통신장비 확보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재난대
응과

대응
대책

∙지진정보의 수
집ㆍ전파

-기상청,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정보를 동시지령시스템을 통하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관련 부서에 전
파

-지진재난 예ㆍ경보 실시
-사상자 및 구조자 정보 전달시스템 구축 운영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지진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
ㆍ운영

-지진예방, 피해상황조사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
-서울지역의 응급대책 총괄조정 및 집행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긴급구조통제
단 운영

-서울시 지역차원의 긴급구조 활동의 총괄ㆍ지휘ㆍ통제(단장 : 서울
소방재난본부장)

-긴급구조지원기관간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 활동계획 수립
-초기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등 긴급구조 대응계획 집행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경비ㆍ방범 및 
교통ㆍ긴급수
송대책

-대규모 지진발생 시 경비본부 설치ㆍ운영
-지진피해지역의 강ㆍ절도 등 범죄예방ㆍ검거활동
-민수용 총포ㆍ화약류 등 철저 관리
-부상자 및 인명구조 활동
-주민통제 및 방범 홍보활동 전개
-교통의 통제 관리 및 도로 응급복구
-긴급수송차량의 확보, 긴급수송체제에 관한 종합조정 및 계획 등 
작성

-도시교통본부

∙구조ㆍ구급 및 
의료대책

-현장의료 구호소 설치
-의약품 의료기자재의 비축
-후방의료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중상자 후송대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이재민 수용 및 
구호 대책

-이재민 구호, 의료 구호
-방역활동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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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부서

대응
대책

∙음료수ㆍ식료
ㆍ생필품 등 공
급

-응급 급수활동 실시(정수조, 우물 등)
-비상급수 계획
-생필품 보급 계획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청소, 방역 및 
사망자처리

-청소(재해잔재처리)대책
-방역대책
-사망자 수색ㆍ처리대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복구
대책

∙재해복구 실시
-신속한 원상복구의 진행
-복구계획수립, 방재개념을 고려한 복구 실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피해자 등에 대
한 지원

-이재민 구호 및 지원
-재해복구사업
-복구비용 산정 및 피해 조사단 구성ㆍ운영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시설ㆍ설비의 
응급복구

-피해주택에 대한 응급조치(안전점검, 수리, 이재민 수용시설 대책)
-LIFE-LINE응급조치(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등)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교육 및 금융
-지진대비 교육
-긴급 금융지원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관련부서

예방
대책

∙교육 훈련 -분야별 재난대비 교육, 훈련 -도시기반시설본부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관리

-터널, 교량, 고가, 기지, 지하역사 등의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
전진단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점검 실시
-구조물, 궤도, 통신 전자 시설물, 역사, 기지 등의 정기점검, 종합안
전점검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문화활동
-열차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민포상제 시행(방화, 테러 등 범행예방 및 체포 기여자)
-재난사례집 발간

-행정국 방재기
획과

대비
대책

∙비상대응계획 
시행

-비상대응계획 검토 및 적용
-유형별 비상매뉴얼 수정 및 시달
-종합안전 방재관리 표준처리절차(SOP) 수립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재의 비축ㆍ
수급과 장비 및 
시설의 확보

-인원, 장비(차량, 건설기계, 복구장비), 분야별 주요비상복구 자재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원의 지원ㆍ
수용체제 확립

-상황관리 인원 확보 운영
-직원 비상연락망 가동
-재난상황 보고ㆍ전파체계 확립

-도시기반시설본부

대응
대책

∙재난안전대책본
부 운영체계 확립

-조직, 업무분장, 단계별 근무체계 -도시기반시설본부

복구
대책

∙신속한 재난응
급 복구대책

-분야별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현장보존 및 피해 잔재물 처리 계획 수립
-필요 시 분야별 정밀안전진단 시행
-분야별 임시복구 및 항구복구 등 종합계획 수립
-분야별 소요자재, 장비, 인력 확보 및 투입 계획
-관련 유관기관 및 비상지원 협력업체 긴급 복구지원 협조 요청
-분야별 복구조 투입 및 피해시설 복구작업

-도시기반시설본부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부록 표 5-6> 철도재난대책



부록  151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관련부서

복구
대책

∙원활한 재난복
구 대책

-비상복구반 편성, 운영
-지원 장비 인력 투입 및 시설복구 통합체제 운영

-도시기반시설본부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
가

-사고원인 조사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고원인 종합분석 및 예방ㆍ대응ㆍ복구과정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 운영 등에 대한 평가로 재발방지 제도개선 시행

-도시기반시설본부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피해보상 및 피
해승객 지원대
책 수립

-재난발생 원인 등 피해조사ㆍ분석 및 보상대책
-피해승객 지원대책
-동원명령 및 응급부담으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대책
-자원봉사자, 투입장비 등의 사망ㆍ부상 및 고장 파손에 대한 보상대책

-도시기반시설본부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관련부서

예방
대책

∙건축물 안전관
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관련 안전관리
ㆍ공동주택외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 건축물
ㆍ연면적 5천㎡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주택법시행령｣ 관련 안전관리
ㆍ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나 중앙집중(지역난

방)식 공동주택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관련 안전관리
ㆍ중점관리대상 시설, 재난위험시설
-공사장 안전관리
-기타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행정국 방재기
획과

대응
(복구)
대책

∙조직
-주택복구반
ㆍ상황총괄팀장, 공동주택및재건축복구팀장, 일반주택복구팀장, 재

개발복구팀장

-주택국 건축기
획과

∙행정사항
-자치구별 각종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지시
-관계전문가와 협조 안전점검 실시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전ㆍ응급조치 철저

-주택국 건축기
획과

<부록 표 5-7> 건축물및시설물안전대책(건축물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관련부서

예방
대책

∙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ㆍ위기상황 시 예방 및 대비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구축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난예방을 위
한 안전점검 및 
관리, 예산확
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
전점검

ㆍ시설물 정기정검 및 안전진단 이력, 결과, 조치사항 등 기록 관리
(RFMS)

-시설물 지속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난발생에 대
비한 교육

-건설현장 안전교육(연 6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행정국 방재기
획과

<부록 표 5-8> 건축물및시설물안전대책(공공시설물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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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관련부서

대비
대책

∙재난정보 관리
체계 구축

-기관별 재난 대응ㆍ수습 비상체계 구축
-재난발생 시 장비 등 권역별 상호지원 방안체계 구축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난위험시설
ㆍ지역 지정관
리

-재난발생 위험 제거를 위한 장ㆍ단기계획수립 추진
-｢시특법｣ 적용대상 시설물은 5년마다 안전및유지관리기본계획 수
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난대응훈련
실시

-재난대비 도상 또는 실제훈련 실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로재난에 대
비한 현장대응 
매뉴얼 작성

-재난유형에 따른 가상 시나리오를 포함한 대응매뉴얼 작성 -도시기반시설본부

대응
대책

∙재난상황 보고
체계 구축

-재난발생 시 재난상황 및 조치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의 보고체계 유지)

-도시기반시설본부

∙긴급구조통제
단 설치ㆍ운영

-긴급 구조대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휘통제
-긴급구조기관 간의 역할분담 등 공조체제 유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로복구 및 수
습대책, 2차 사
고방지 대응활
동 전개

-사상자 수습ㆍ후송 및 인적사항 파악관리
-도로통제, 우회도로 개설
-안전시설물 설치, 도로방재용 수방자재 긴급 투입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교통본부
-소방재난본부

∙홍보ㆍ보도대
책 강구

-긴급구조 활동상황의 보도ㆍ안내계획 수립
-주민 홍보대책 수립

-소방재난본부

복구
대책

∙응급복구계획 
수립

-재난유형별 복구장비, 인원, 자재 확보
-전문인력 및 장비 긴급출동 계획, 조속한 응급복구 시행

-도시기반시설본부

∙사고원인 조사, 
사상사 치료 및 
장례 등 지원

-합동조사단 구성, 현장 조사ㆍ점검하여 사고원인 규명
-합동분향소 설치, 장례지원 및 유가족 편의 제공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피해보상대책 
수립

-재난발생 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에 의한 보상기준 설정 -도시기반시설본부

∙항구복구 계획 
및 재발방지 대
책

-소요예산 확보 및 적기에 완벽한 복구 시행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
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도시기반시설본부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관련부서

예방
대책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관의 자체 안정성 확보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시설에 대한 시민안전관리 강화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방사선동위원소 취급시설 현황파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방사선 안전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자치구별 방사선원사고지원단(UREST) 명단관리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방사능 사고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부록 표 5-9> 방사능 방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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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관련부서

대비
대책

∙지역방사능재
난관리체제 확
립

-중앙방사능방재본부, 현장지휘본부, 유관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공
조체제 및 지원대책 마련

-사고초기단계 긴급구조체제 확립
-경보시스템을 통한 방사선비상 조기경보체계 강화
-화생방 도상훈련을 통한 사고예측 및 분석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방사선사고 또
는 방사능 테러 
대응체제 구축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또는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 설치
ㆍ운영

-방사선사고 및 방사능테러 대응훈련을 통해 종합 대응 능력 점검 
및 체제 보강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방사능방재 대
응능력 제고

-방사능방재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요청 및 위탁교육
-방사능방재교육 이수자 관리체제 구축ㆍ운영 활용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시민의 방사능
방재 인식 제고

-과기부 홍보계획에 따른 다양한 주민홍보방안 강구, 주민의 자발적
인 참여 유도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대응
대책

∙방사능재난 발
생 경보 전파

-민방위경보시설, 방송 등을 활용한 경보 및 전파
-비상연락망의 주기적 점검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주민 대피소 선
정 및 대피유도
계획 수립

-주민 대피소로 사용 가능한 시설 사전 확인ㆍ지정
-대피유도계획 수립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환경방사선 감
시 및 평가

-연속적인 관측으로 이상여부 감지, 연2회 평가회의 개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지역방사능방재 
대책본부 설치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조직, 임무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관련부서

예방
대책

∙위험물제조소 
및 저장시설의 
안전관리점검 
및 지도

-위험물제조소 등의 정기소방검사, 특별소방검사
-위험물시설 자율 안전관리 지도
-대학교ㆍ연구소 위험물 안전관리사항 점검지도
-이동탱크저장소 안전성 확보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대량위험물 저장
시설 특별관리

-특별점검(연1회)을 소방훈련과 연계 실시
-자위소방대 개인별 임무 숙지여부, 차량장비 및 약제보유상황 확인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불법위험물 저장
ㆍ취급행위 단속

-불법위험물 제조ㆍ저장ㆍ판매ㆍ취급행위 단속
-평시 기동순찰 중 이동탱크 불법주차 행위 단속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위험물 탱크 안
전성능 검사

-적법한 탱크안전성능검사로 안정성 확보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및 관리 철저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대비
대책

∙경보 및 대피체
계 수립

-유류 누출 확산지역 주민대피 비상경고체계 확립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긴급구조대응
체계 확립

-현장지휘대 조직구성 운영(진입팀, 제독팀, 현장접근통제팀, 위험물
안전담당, 위험물기술지원팀)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통제단조직  부
서별 역할 분담

-통제단 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대비단계의 활
동

-현장상황평가 및 상황보고, 잠재적 위험영향지역 판단, 긴급통신연
락관계 유지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부록 표 5-10> 유류ㆍ가스재난대책(유류재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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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관련부서

대응
대책

∙대응1단계
-비상경고체계(비상방송시스템) 가동준비, 주민 방호조치사항 홍보
-현장지휘소 설지, 통제단 및 상황실 부분 가동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대피소 검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대응2단계
-위험반경 내 주민 비상경고, 위험 통제범위 및 출입통제소 설치
-경고시스템(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및 보조 경고수단(민방위방송) 강구
-긴급대피소 개방, 피난 지원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대응3단계(특별
재난사태 선포)

-현장조사, 피해산정, 오염여부 및 주민 위생시스템 평가로 안정성여
부 결정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복구
대책

∙효과적인 시설
복구 및 피해주
민 지원 등 수습

-민ㆍ관ㆍ군 합동 피해복구 통합지원체제 운영
-안전조치 및 화재ㆍ폭발 잔재물 수거 처리
-신속ㆍ정확한 피해조사에 의거 복구지원계획 수립
-긴급구조 및 활동상황 보도 및 주민 홍보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신속ㆍ정확한 
누출ㆍ확산ㆍ
화재ㆍ폭발원
인 및 피해조사

-단계별 화재대응활동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사고원인 규명으로 유사사고 재발 방재대책 강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피해 주
민 지 원 센 터 ’
설치ㆍ운영 활
성화

-다양한 피해복구 지원 표준매뉴얼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영역 확대
-대시민 홍보실시 및 행정서비스 제공시스템(On-Line System) 마련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관련부서

예방
대책

∙가스시설 개선
-지하매설관에 대한 굴착공사 시 원콜시스템 구축ㆍ시행, 안전관리
자 입회ㆍ관리

-도시기반시설본부

∙가스시설의 안
전관리 강화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
ㆍ점검, 고압배관 정밀진단, 대규모 건설공사장의 가스안전영향평가 

실시
-정압기 특별관리
ㆍ순회점검(주1회), 정기검사(연1회) 시행
ㆍ지구 및 지역 정압기 원격감시
-도시가스 및 LPG 특정사용시설 집중관리
ㆍ연1회 이상 특별점검
-충전소 특별관리(연3회 이상 안전점검)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대비
대책

∙가스 재난관리
체계 확립

-가스공급시설 중점관리대상 시설(고압가스시설, LPG시설, 도시가
스시설)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안전관리 시스
템 구축

-도시가스회사 24시간 상황실 및 긴급복구반 운영
-소방서 도시가스배관 도면등 비치
-비상훈련, 순찰차 무선통신망 운영
-종합방재센터 도시가스배관 전산망 연결 활용
-비상연락체계 및 감시망 구축 강화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대응
대책

∙대응체계 유지
-상황실 설치운영, 비상연락망(Hot-Line) 유지, 도시가스배관 차단체
계의 구축, 긴급복구반 편성

-소방재난본부 

<부록 표 5-11> 유류ㆍ가스재난대책(가스재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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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관련부서

복구
대책

∙가스공급시설 파
괴로 단기간 가스
공급 중단 발생 시

-가스상황 파악 및 전파조치, 사고시설 긴급조치 시행, 도시가스 계
속 공급 가능성 검토, 현장지휘소 설치ㆍ운용, 긴급복구 시행, 도시
가스 정상공급 개시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정압기 등 주요 
가스공급시설 파
괴로 대규모 가스
공급 중단 발생 시

-가스공급시설 폐쇄조치, 시설별 단계적 공급중단 시행, 복구대책반 
운영, 가정용 대체연료 공급, 대량수요처 대체연료 전환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관련부서

예방
대책

∙소방ㆍ재난관
리 교육 및 훈
련 확대

-시민 재난체험시설 설치ㆍ운영
-시민소방안전 매뉴얼 제작ㆍ보급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소방방재활동 
범국민적 홍보
강화

-소방방재활동 홍보강화
ㆍ언론보도매체 활용, 홍보프로그램 제작
-홍보요원 저변확대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안전문화운동 
추진

-대시민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의식 고취
-재난관련 온라인 홍보활성화로 국민 안전의식 강화
-시민 안전문화 정착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및 
경계활동 강화

-화재예방활동 경계강화
-‘대형화재취약대상’ 지정ㆍ관리
-‘화재경계지구’의 관리감독 강화
-지하시설물(지하도ㆍ터널ㆍ공동구 등)의 체계적인 소방안전확보 강
구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대형화재ㆍ폭
발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법
적용 및 제도개
선

-다중이용업소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ㆍ방화시설 설치 강화
-유형별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화재예방 점검매뉴얼 표준화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규정
에 대한 교육ㆍ홍보

-자율방화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소방검사제도 점진적 개선
-취약시기별ㆍ유형별 등 구체적인 ｢특별소방안전대책｣ 수립ㆍ추진
-방화ㆍ테러에 의한 대형 인명ㆍ재산피해의 예상시설 관리감독 강화
-비상구에 대한 사전고지로 유사시 인명피해 저감대책 강구
-전기ㆍ가스ㆍ유류 사용시설 상시점검
-다중이용건축물의 소방시설, 건축기준의 준수 및 엄정집행과 지도
감독

-소방검사 실명제를 통한 현장확인 및 책임행정 강화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대비
대책

∙재난정보 관리
체계 구축

-초기진압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구축
-화재원인 및 요구조자 등 현장정보 신속전달체계 구축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신속ㆍ안전한 
구급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응
급 의료계획 수
립

-신고즉시 현장 구급출동 준비태세 강화
-구급장비 정비ㆍ점검 철저로 100% 가동상태 유지
-적절한 응급처치준비 완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부록 표 5-12> 폭발ㆍ대형화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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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관련부서

대비
대책

∙자재의 비축ㆍ
수급과 장비 및 
시설의 확보

-소방장비의 현대화
-소방용수시설 확충
-소화약제 확보 및 비축
-화생방 및 폭발전문요원 배치운영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재난대응 훈련
실시

-현장대응 소방훈련, 화재진압기술 훈련, 특수장비 숙달 훈련
-화생방 전문교육, 대형재난대비 구조능력 배양, 구급능력 향상 교육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대응
대책

∙종합상황실 운
영 및 상황단계
별 보고체제 확
립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재난상황의 통보
-대응 단계별 비상발령 판단 및 조치
-일반재난/특별재난에 따른 상황단계별 보고체계 구축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
센터

∙긴급구조대응
체제의 구축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재난안전대책본
부와 긴급구조
통제단의 연계

-상호협조관계
-지휘권 이양(초기ㆍ중기대응:통제단 운영 / 복구단계:대책본부 운
영)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복구
대책

∙폭발ㆍ대형화
재 복구 기본방
향

-필수시설은 신속한 원상복구가 원칙
-필수시설이 아니거나 장기 미해결 도시계획시설 등은 충분한 검토 
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

-재해지역 민ㆍ관 협동 복구 필요 시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
-관계기관 및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복구의 실시
-신속한 수습복구의 진행
-계획적 복구의 진행(복구계획 수립, 방재개념 고려한 복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청소, 방역 및 
사망자 처리

-청소(재해잔재 처리) 대책, 방역대책
-사망자 수색ㆍ처리대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시설ㆍ설비의 
응급복구

-응급복구를 위한 노동력(자원봉사 등) 확보
-피해주택에 대한 응급조치
-시설물의 응급조치(전력시설, 도시가스공급시설, 통신시설)
-토목ㆍ공공시설 복구계획(도로ㆍ교량, 사회공공시설)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피해조사단 구
성ㆍ운영

-합동조사단 구성, 현장 조사ㆍ점검 후 사고원인 규명
-증거 보존자료의 수집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피해자 등에 대
한 복구지원

-이재민 구호 및 지원
-‘피해주민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활성화
-피해배상(보상)대책 수립
-항구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관련부서

예방
대책

∙유독물영업자 지
도ㆍ점검 강화

-유독물 등록ㆍ허가업소(990개소) 정기ㆍ수시점검
ㆍ일반영업소(연1회 이상), 중점관리업소(연2회 이상)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중점관리업소 
특별관리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업소(52개소)
-연2회 이상 특별안전점검 실시
-자치구별 특별점검반 편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업소별 관리
담당 공무원 지정ㆍ관리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유독물영업자 
안전교육 강화

-유독물 영업소 대표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부록 표 5-13> 독극물ㆍ환경오염 사고대책(유독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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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관련부서

대비
대책

∙사고대응체계 
강화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의 확대 보급
-사고대응 연락체계 확립 등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사고대응 요원
에 대한 전문교
육 적극 참여

-자치구의 유독물 사고대응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화학사고대응과
정 등)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대응
대책

∙유독물사고대책
본부 편성ㆍ운
영

-환경오염 사고대책본부를 유독물사고대책본부로 전환 운영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사고발생 시 응급
조치 및 방제조치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활용
-신속한 응급조치 및 방제조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유관기관과 긴밀
한 협조체계 구축

-환경부 및 환경청의 사고수습본부와 협조체계 유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고 수습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상황보고 및 사
고발생원인 조사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신속한 보고
-사고발생원인 및 관계법규 위반여부 중점조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복구
대책

∙사고지역 사후
관리를 위한 환
경조사 실시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결과를 근거로 매체별 복구기준 
및 사고유형별 정화 추진

-재발방지대책 수립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사고지역 피해
복구 활동

-전문인력 및 중화제 등 방재약품을 지원받아 복구작업 시행
-환자 발생 시 현장응급의료소 등 설치 운영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유사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사고원인물질, 발생량, 발생원인 등을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
템에 반영, 유사사고 방지 및 신속한 대응 유도

-동일 물질 취급업체 및 사고지역 주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관련부서

대비
대책

∙현장투입 전

-사고발생 상황접수 및 확인
-출동명령 접수와 동시 출동 준비
ㆍ인력장비 및 자원 확보
ㆍ현장상황 정보입수 및 파악
-유관기관에 대한 전파 및 협조 요청

-물관리국 물관
리정책과

대응
대책

∙임무수행 시

-현장 출동 및 비상소집
-현장 상황 및 정보조사, 개인업무 부여
-오염물질 방제(저류조, 우회수로, 펜스 설치)
-현장지휘소 설치
-환경피해 조사 및 오염원 추적 차단
-수거 폐기물 처리
-대책반 설치ㆍ운영(대책회의,현장지원반 투입)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ㆍ운영

-물관리국 물관
리정책과

복구
대책

∙철수 시
-현장 합동조사반 편성 운영
-기관별 사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물관리국 물관
리정책과

<부록 표 5-14> 독극물ㆍ환경오염 사고대책(수질오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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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관련부서

예방
대책

∙대기오염측정
망 및 TMS시
스템 관리

-노후장비 신속정비ㆍ교체로 결측률 최소화, 측정데이터의 신뢰도 
향상

-맑은환경본부 
대기관리담당관, 
클린도시담당관

∙대기질 개선대
책 지속 추진

-저공해 차량 보급 확대, 매연저감장치부착 우선 추진
-생활오염원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도로물청소, 먼지발생사업장 관리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

-맑은환경본부

대비
대책

∙감시체계구축
-미세먼지, 황사 : 예ㆍ경보시스템으로 상시감시
-오존 : 5~9월 기간 집중 감시

-맑은환경본부

∙예ㆍ경보운영
체계 점검

-예ㆍ경보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 상시 점검, 오존경보용 음성통보 
및 팩스통보장치 점검

-맑은환경본부

∙주의보ㆍ경보
발령 시 시민행
동요령 홍보

-관련기관 담당자 교육, 대시민 홍보 -맑은환경본부

대응
대책

∙주의보ㆍ경보 
발령

-주의보ㆍ경보기준 근접 시 환경오염정보센터 비상근무 실시, 초과
시 경보사항 전파

-맑은환경본부

∙주의보ㆍ경보
사항 전파

-방송매체 등을 통한 단계별 시민행동요령 전파 -맑은환경본부

∙상황실 설치ㆍ
운영

-미세먼지ㆍ황사는 주의보ㆍ경보 발령 예측 시, 오존은 5~9월 기간
중 휴일에 상황실 설치ㆍ운영

-맑은환경본부

∙대기오염도 저
감방안 시행

-배출업소 조업시간 단축, 자동차운행 자제 홍보, 도로물청소 강화, 
특별관리대상 먼지발생사업장 지도ㆍ단속 강화

-맑은환경본부

복구
대책

∙산업 또는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상황 파악 및 신속한 조치 강구
∙먼지ㆍ황사 주의보ㆍ경보 종료 후 도로물청소

-맑은환경본부

<부록 표 5-15> 독극물ㆍ환경오염 사고대책(황사ㆍ오존 등 대기오염 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관련부서

예방
대책

∙다중문화 이용
시설에 대한 안
전관리 강화

-공연장에서의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
ㆍ공연장외 장소에서의 공연(3천명 이상) 시 재해대처계획 수립
-무대시설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ㆍ무대시설 설계검토, 정기 안전진단, 수시검사
ㆍ복합영화상영관 비상대비 안전관리 지속 추진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공연행사장 안
전관리

-행사주최 책임원칙
-행정지도 강화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공연자 또는 공
연장의 감독(구
청장)

-공연장 또는 공연장 운영자나 3천명 이상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
의 운영자에 대해 공연법에 따른 준수사항 등 감독업무 수행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각종 공연행사 
안전관리 협의
회 구성ㆍ운영

-행사유형별 특성에 따라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NGO, 민간전문
가, 행사주최 측 책임자 등으로 구성

ㆍ대처계획 심의 및 안전관리계획, 안전조치사항 등 협의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부록 표 5-16> 공연ㆍ행사장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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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관련부서

대비
대책

∙문화관련시설 관
련자에 대한 정기
적 교육 실시

-사고예방, 사고사례 및 사고처리 요령 등 교육, 비상상황 발생 실전 
대처 훈련 등

ㆍ안전관리자, 종사자, 공연행사 주최자 및 시설 이용자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시설물 이용 안
전 수칙 제정 및 
교육

-시설물 이용방법,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 등 각 시설물 이용 
안전수칙 제정 및 교육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매뉴얼 보급 -안전점검 및 재난발생 시 처리요령을 위한 매뉴얼 보급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무허가 경비업
체 단속 및 안전
관리요원 사전
교육 실시

-무허가 경비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지방경찰청 협조)
-대규모 공연행사의 안전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공공시설 손해보험 및 상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도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유관기관 업무 
협조체제 강화

-자치구, 경찰, 소방, 행사주최자 사이의 업무 협조체계 강화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단계별 안전관
리 요령

-사전검토사항, 안전한 공연행사를 위한 검토사항, 관중 입장 시, 
행사 진행 중, 행사종료 시 검토사항

-신속ㆍ정확한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구축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대응
대책

∙사고발생 시 신
고체계 확립

-사태발생 신고 전파
-자치구나 소방서, 경찰관서 등에 신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현장출동, 피해상황, 정도, 유형의 신속 파악
-구조 및 유관기관 동원 응급조치
-사고수습대책본부 가동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사태 등 관리요
령

-현장응급조치, 응급구호조치,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복구
대책

∙사고 조기수습 
및 피해 최소화

-사상자 대책, 현장 응급구호 조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합동조사단 편
성 및 보상대책

-합동조사단 구성, 사고원인, 피해상황, 책임소재 등 과학적 피해조
사

-대표자와 보상 협의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신속ㆍ정확한 사고 
수습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피해시설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피해시설 복구에 필요한 예산 확보
-필요한 인력 및 물자동원 등 비상체제 확립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피해시설 자원봉
사활동 지원 및 위
문활동 전개

-봉사대 구성ㆍ운영
-피해지역 및 피해복구 참여자 위문활동 전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전국적인 모금 
캠페인 전개

-방송사 및 신문사 주관, 전국적 모금 캠페인 동참 협조
-지역 내 문화예술인 등 참여 협조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사고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서울시 사고대책지원반 운영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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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관련부서

예방 
및 

대비
대책

∙대국민 홍보활
동의 대대적 전
개

-언론매체와 시민단체의 폭염대책 대국민 홍보
-폭염에 따른 물놀이 사고 대책 중점 추진

-행정국 방재기
획과

∙전력수급대책

-하계 부하관리 및 축냉식 냉방설비, 고효율기기 보급률 차질없이 
추진

-광역정전 시 단계별 긴급복구 대책 마련
-단계별 전기소비 절약지침 마련 및 홍보대책 필요
-노후 공급시설 등 주요시설 점검 정비
-과부하에 따른 대비책 강구

-행정국 방재기
획과

∙물부족 대책

-다량 물소비 영업장 파악, 영업시간 단축계획
-급수취약지역의 비상급수 지원대책 수립
-취수장, 정수장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 대책 재검토
-생수공급업체 수질관리, 유통실태 수시점검

-물관리국
-상수도사업본부

∙각종 안전사고 
대책

-가스ㆍ정유저장탱크, 화학약품 창고, 발전시설 등 특별점검
-고온으로 인한 철도 휘어짐, 고속도로 아스팔트 노면 훼손
-지하철, 열차 전력공급 선로 단락
-고열작업장의 실신, 탈수증 등

-소방재난본부
-도시교통본부

∙전염병 등 방지
대책

-각종 전염병 대비 비상방역강화에 총력체제 구축
ㆍ고령자, 독거노인 등의 건강대책 수립시행
ㆍ독거노인 거주지역의 구조ㆍ구급요원 수시 순회 순찰

-행정국 방재기
획과

-비상기획관

∙화재예방대책

-여름철 전기화재 유형별 안전점검 강화
-보냉장치가 설치된 위험물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철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예방순찰 활동 강화, 이용객 
안전수칙 교육 실시

-상수도 단수 대비 대체 비상용수 활용 대책

-소방재난본부
-행정국 방재기
획과

∙기타 필요대책
-사회기강 해이대책(불쾌지수 상승에 따른 우발적 범죄 예방)
-직장 내 일반적 대책

-행정국 방재기
획과

대응
대책

∙폭염발생 직전
-언론매체를 통한 폭염 시 행동요령 홍보 강화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행정국 방재기
획과

∙폭염발생 시
-폭염대책상황실 운영
-조직 및 임무는 풍수해대책과 같음

-행정국 방재기
획과

∙실과 및 유관기
관 폭염대책 추
진

-언론담당관:언론매체를 통해 시민행동요령 홍보
-구조구급과:물놀이지역 인명구조 장비ㆍ인원배치
-생활경제과(한전서울본부):가스및정유시설 등 점검ㆍ정비, 전력수
급대책 추진

-상수도사업본부:식수부족지역 비상급수, 절수운동 전개
-노인복지과ㆍ보건정책과:고령자,독거노인 등 폭염환자 응급조치체
계 가동, 비상방역근무 등

-행정국 방재기
획과

<부록 표 5-17> 폭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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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부서

추진
방향

∙상가건축물의 
안전관리

-법적시설물 일상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각종 보호구, 안전수칙 게시 및 안전교육 강화
-유사시 대비 대응체계 확립
-법적 점검 등 안전관리 충실

-도시교통본부 
도로행정담당관

∙시설물의 안전
관리

-소방시설물의 안전관리 확보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위험물 안전관
리

-가스시설 및 유류취급 안전관리 강화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실내공기질 향
상 및 안전관리

-공기질 자동측정시스템 구축, 청소 강화 등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기획관

교육
훈련
계획

∙교육에 관한 사
항

-전기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교육 강화
-각종 안전관리자 외부기관 안전관리교육 이수 강화, 전기직원 외부
기관 위탁교육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훈련에 관한 사
항

-소방훈련 등 실시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부록 표 5-18> 지하도상가 안전대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부서

대형
산불
관리
대책

∙산불방지종합
대책본부 설치
ㆍ운영

-설치기관
ㆍ서울시(자연생태과), 자치구(중구, 영등포구 제외), 녹지사업소, 남

산공원관리사업소,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산불방지대책 수립ㆍ추진
-자치구, 사업소장은 기상상태별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산불경보 발령
-산불발생 시 현장진화지휘체계 유지

-푸른도시국 자
연생태과

∙다양한 산불방
지 홍보활동 전
개

-대중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산불 홍보 추진
-홍보물 제작ㆍ배포
-민간단체ㆍ학생 등 시민 주도의 예방활동 강화
ㆍ의용소방대, 산악단체, 중고생, 민방위대원 등
-유관기관과 사전에 역할ㆍ임무 협의, 협력체계 구축

-푸른도시국 자
연생태과

-소방재난본부

∙적극적인 예방
활동 강화

1-월별, 원인별 예방활동 추진(1~5월)
-입산통제 및 등산로 관리강화
-산불발생 취약지역 인화물질 제거사업 추진
-군사격훈련장 주변 산불방지 협조요청
-기타 산불발생요인에 대한 경계 강화

-소방재난본부

∙조기발견 및 신
고체계 확립

-지상ㆍ공중 입체적인 감시활동 전개
-주민, 민간단체 등 시민참여에 의한 산불감시활동 강화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기획
관

∙신속한 초동진
화체계 구축(산
불재난 위기대
응매뉴얼에 근
거)

-산불진화 지휘체계의 확립
-진화대 조직 구성(공중, 지상, 보조 진화대)
-지상진화대 활성화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기반 구축
-초동진화를 위한 통신기반 구축
-잔불정리 및 사후조치

-푸른도시국 자
연생태과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안전사고 예방
-지상ㆍ공중ㆍ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 안전사고 예방 철저
ㆍ산재보험 가입, 안전교육 수시 실시

-푸른도시국 자
연생태과

<부록 표 5-19> 대형산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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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부서

대형
산불
관리
대책

∙산불방지 선진
화를 위한 5대 
과제 추진

-정확한 통계유지, 신속성 확립, 확실한 뒷불정리, 진화홍보활동 강
화, 산불진화 지휘능력 배양

-푸른도시국 자
연생태과

∙산불방지대책본
부 설치ㆍ운영

-본부장:푸른도시국장/총괄반장:자연생태과장/본부요원:녹지관리
팀장 등 30명

-푸른도시국 자
연생태과

∙대형산불 진화 
및 복구 대책

-신속한 산불진화 및 복구 추진
ㆍ농림부에 산불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ㆍ운영
ㆍ산림청에 산불중앙수습지원본부 구성ㆍ운영
ㆍ산불현장에 현장지휘본부 구성ㆍ운영
-산불 진화완료 즉시, 합동조사반 구성ㆍ운영
-산림복구는 응급복구와 장기복구로 구분 실시
-사고수습본부는 조기수습 및 신속복구체제로 전환

-푸른도시국 자
연생태과

∙유관기관 및 부
서별 협조사항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육청, 농업기술센터, 국
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관리사무소), 서울메트로ㆍ도시철도공사, 
소방재난본부ㆍ비상기획관, 교통방송본부, 홍보기획관, 행정국, 맑
은서울추진본부

-푸른도시국 자
연생태과

∙행정사항
-지역산불방지대책 수립
-신속ㆍ정확한 보고체계 유지
-산불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강구

-푸른도시국 자
연생태과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관련부서

예방
대책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교육 실시 -한강사업본부
∙유ㆍ도선장 안전관리 강화
 -기관별ㆍ지역별 관리 책임자 지정
 -정기 지도ㆍ단속계획 수립

-한강사업본부

∙현장근무 및 상황관리체계 구축 -한강사업본부
∙사고대응수습체계 구축
 -업체 간, 타 선박과의 비상신호체계 구축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한강사업본부

∙수질오염방지대책 추진 -물관리국
∙이용객 편의시설 정비 및 홍보활동 -한강사업본부

대비
대책

∙유ㆍ도선 성수기간 설정 운영(4~10월) -한강사업본부
∙성수기간 중 유ㆍ도선 안전관리 지도ㆍ점검 실시 -한강사업본부
∙유ㆍ도선 사고 가상훈련 실시 -한강사업본부
∙안전 운항대책 추진
 -기상 변화 시에 대비한 안전조치

-한강사업본부

대응
대책

∙상황보고 및 전파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설치

-한강사업본부

∙긴급 구조활동 현장지휘 -소방재난본부

복구
대책

∙정확한 피해조사 -한강사업본부
∙합리적이고 신속한 복구 추진 -한강사업본부
∙사상자 치료, 장례 등 대책 협의 추진 -한강사업본부
∙홍보ㆍ보도 대책 -한강사업본부
∙주민홍보대책 -한강사업본부

<부록 표 5-20> 유도선 및 유선장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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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관련부서

예방
대책

∙현장근무자 재난관리교육ㆍ훈련 및 홍보
-도시기반시설본
부 도시철도국

∙평시 공사장별 재난요인을 사전조사하여 재난위험요소 관리
 -건설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에 제출 및 안전점검 실시
 -자연재난, 인적재난 취약요인 안전조치

-도시철도국

∙해빙기, 우기대비, 태풍대비, 동절기 대형공사현장 안전점검 -도시철도국

∙공사현장 자체 예방대책
 -안전점검 실시 시기 및 내용        
 -통행안전시설 설치ㆍ관리, 교통소통 계획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지하매설물 및 위험물 관리계획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도시철도국

대비
대책

∙공사장별 재난구조 및 응급구호장비ㆍ시설 확보, 비축된 수방자재ㆍ동원태세 확인점
검

-도시철도국

∙공사장별 공동대응체계 구축
 -공사장별 비상근무태세, 단계별 비상근무 확립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확립

-도시철도국

∙태풍, 호우 등 필요 시 공사장별 재난위험요소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실시 -도시철도국

∙문자메시지를 통한 기상특보 및 본부장 지시사항 신속전달 -도시철도국

∙공사현장 자체 대비대책
 -재해예방 활동,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확립, 수방자재 확보 및 점검 등 방재활동 강화
 -화재 및 폭우대책
 -공정별 안전대책

-도시철도국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대응
대책

∙재난상황실 설치ㆍ운영체계 확립 -도시철도국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 구축 -도시철도국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특별자문단 운영 -도시철도국

∙공사현장 자체 대응계획
 -재난상황 관리체계
 -재난 인력ㆍ장비 지원협조
 -비상근무 사고대책본부 편성 및 임무

 
 -재난발생 시 상황관리 및 복구
 -비상사태 상황별 근무요령
 -사고 발생보고 및 전파 체계

-도시철도국

복구
대책

∙신속한 응급 복구대책
 -응급복구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가동

-도시철도국
-행정국 방재기
획과

∙합동조사단 구성, 재난원인분석 조사
-도시철도국
-행정국 방재기
획과

∙재난 항구복구대책 -도시철도국

∙공사현장 자체 복구대책
 -총괄지휘반, 복구반, 상황반, 구호 및 응급조치반

-도시철도국

<부록 표 5-21> 도시철도공사장 안전대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부서

테러
대비 
계획

∙테러대비 업무
-민방위, 재난 등으로 기능별 소관부서에서 관리, 업무지시 등 전반
적 사항은 총괄부서에서 관리

-소방재난본부 
-민방위담당관

∙테러대책기구 -대테러대책위원회, 실무협의회
-소방재난본부 
-민방위담당관

<부록 표 5-22> 테러대책(소방재난본부)



164  서울시의 새로운 재난관리체계 구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부서

테러
대비 
계획

∙대테러 대책단 
설치ㆍ운영

-단장 : 행정2부시장/부단장:소방재난본부장
ㆍ총괄관리팀, 대응관리팀, 재난관리팀, 예방관리팀, 민방위관리팀
ㆍ테러 ｢경계ㆍ심각｣ 경보 발령 시 설치ㆍ운영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테러대비 예방
점검

-점검대상
ㆍ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
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소방대상물
ㆍ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조ㆍ저장ㆍ이송시설
ㆍ민방위기본법의 민방위시설 및 장비
-점검방법
ㆍ민방위, 소방, 재난 등 분야별 정기ㆍ특별점검
ㆍ소관법령에 따른 분야별 체크리스트 작성ㆍ점검
ㆍ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등 인명피해 예방위주로 점검
ㆍ신고요령, 테러발생 시 행동요령 등 교육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민방위담당관

∙테러 대응능력 
제고

-대테러 실무교육과정 설치ㆍ운영
-유관기관 합동 테러대응 훈련 강화
-대테러 담당관회의 및 워크숍 개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민방위담당관

∙테러경보 발령
시 대응태세 확
립

-주요 테러대상지역 소방력 전진 배치
-테러대비 초동대응태세 확립
-‘주민신고망’을 이용한 테러대비 태세 강화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대테러 홍보활
동 강화

-‘테러예방 주민신고 특별기간’ 운영
-각종 교육ㆍ훈련 시 홍보 강화
-홍보용 스티커 제작 배부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민방위담당관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부서

예방
대책

∙지정문화재 및 
주변 재난관리

-문화재 관리점검 : 자치구 관리 문화재, 서울시 관리 문화재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등 점검

-문화국 문화재과

∙공사장 안전관
리-문화재 보
수ㆍ복원 공사장

-공사 발주시기,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및 필요 시 점검 실시

-문화국 문화재과

∙문화재 및 보호
구역 내에서 각
종행사 시의 문
화재 안전대책

-행사 주관자 및 주관부서는 행사계획 수립 시 문화재안전대책 수립
ㆍ시행

-종교행사 시 문화재안전점검 실시
-문화국 문화재과

대비
대책

∙화재 대비대책
-중요문화재 밀집지역 소화전 설치
-목조문화재지역 소화기, 방화사, 방화수 등 소방장비 설치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 전기ㆍ전열시설 점검

-문화국 문화재과

∙화재대비 연습
계획

-자치구 실정에 맞게 소방훈련계획 수립ㆍ시행
-소방재난본부 등의 협조를 받아 필요 시 실제 도상훈련 시행

-문화국 문화재과
-소방재난본부

대응
대책

∙초동단계 응급
조치

-소유자ㆍ관리자ㆍ사용자의 초기화재 진압능력 배양을 위해 자치구
별 교육 및 홍보 실시

-문화국 문화재과
-소방재난본부

∙재난상황 보고
ㆍ전파

-신고 및 보고ㆍ전파 체계 -문화국 문화재과

복구
대책

∙문화재청의 승인ㆍ예산ㆍ지도 등을 받아 복구대책 수립 후 시행 -문화국 문화재과

<부록 표 5-23> 문화재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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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 주요 속성정보 전산화현황

자연
재난

∙재난유형별 발생정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

랑,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공통사항
 －발생지역(상세정보), 발생시기 및 시간, 

발생건수, 원인, 인명ㆍ재산피해 등
∙재난유형별 특기사항
 －풍수해
 ㆍ기간별, 구청ㆍ동별, 수계별, 원인별 피

해현황
 －화재
 ㆍ관할 소방서, 출동 및 진압시간, 발화지

점, 발화원, 동원인력 및 장비, 건물구
조 및 용도

 －교통사고
 ㆍ주ㆍ야별, 도로종류별(도로형태, 도로

선형), 사고유형별, 1당사자 차종별, 1
당사자 법규위반별, 어린이ㆍ여성ㆍ
노인ㆍ보행자ㆍ자전거사고

 －다른 재난유형들도 특기사항 정리

◈ 모든 정보는 새로운 체계
로 재구성 필요

 －기본정보 및 상세정보 
추가요구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교통사고관리시스템
  (TAMS,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게분석시스템
  (TASS, 도로교통공단)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
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서울시)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
스템(서울시)

∙하천관리시스템(서울시)

인적
재난

∙재난유형별 발생정보
 －화재, 폭발, 가스, 교통사고

(자동차, 철도, 지하철), 산
불, 전기, 붕괴, 환경오염, 
대형공사장사고, 지하철공
사장사고, 화생방사고, 농
기계사고, 기계사고, 승강
기사고, 물놀이사고, 폭염, 
어린이사고, 산악사고, 추
락사고 등

국가
기반
재난

∙재난유형별 발생정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

료, 전염병, 수도

<부록 표 6-1> 재난발생현황정보(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요 속성정보 전산화현황

자연
환경

∙기상ㆍ기후

∙지점별ㆍ시간별 기상ㆍ기후
 －강수량, 기온, 습도, 기압, 바람(풍향ㆍ풍속), 일조, 일사, 

전운량, 이슬점온도 등
∙기후변화
 －온실가스, 반응가스, 에어러솔, 대기복사, 오존, 자외선, 강

수화학, 에어러솔화학 등

∙서울시홍수정보시스템
∙CCIC기후변화정보센터(기
상청)

∙WID동네예보센터(기상청)

∙지형,지반
정보

∙지형정보 : 등고, 표고점(측정점)
∙지반 : 지반 시추정보, 단면도, 매립지, 성토 등

∙수치지형도(1/1,000)
∙서울시SIS지반정보시스템
∙국가지반정보통합DB시스템

∙하천
∙하천현황, 제방현황, 시설현황, 침수현황, 빗물펌프장 등
∙하천정비기본계획

∙서울시하천관리시스템
 －하천부도, 하천대장ㆍ조서

∙생태,산림, 
토양

∙비오톱현황(유형, 면적, 위치, 평가 등)
∙수목현황(종류, 면적, 수령 등), 토양현황(종류, 면적, 성분 등)

∙도시생태현황도
∙수목현황도, 토양현황도

∙대기
∙지역별ㆍ시간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배출업소

∙서울미세먼지예ㆍ경보센터
∙국가대기오염도실시간공
개시스템(AirKorea)

<부록 표 6-2> 도시구성요소정보(대분류)

40) 참고 : ｢도시재난 감소를 위한 재난위험도평가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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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 주요 속성정보 전산화현황
자연
환경

∙토지이용 ∙토지이용분류(종류, 면적 등), 불투수ㆍ투수 포장률 ∙토지이용현황도
∙영상정보 ∙항공사진, 위성영상, 레이더영상, 3D영상 ∙IKONOS, LandSat, LiDAR

시설물

∙건축물
∙건축물 현황
 －용도, 구조, 연도, 층수, 대지ㆍ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도로ㆍ교통
시설

∙도로시설
 －도로구간(명칭, 폭, 길이 등), 고가도로, 교량, 지하차도, 

터널, 교차로
∙교통시설
 －지하철ㆍ철도역사, 버스승강장, 교통안전시설 등
∙도로ㆍ교통정보
 －자동차등록대수, 정기속도, 교통량, 지하철 수송실적(통행

자료 등)

∙서울시도로관리시스템
∙서울시새주소시스템
∙서울시BMS

∙도시가스, 
전기, 정보
ㆍ통신

∙도시가스
 －배관 및 관련시설 현황, 배급소 및 저장소 등
∙전기시설
 －송ㆍ배전시설 및 관련시설 현황, 비상시설ㆍ장비자원, 발

전소 등
∙통신ㆍ정보
 －일반통신ㆍ전화선로 및 관련현황(위치,규모,시설현황 등)
 －서울시행정정보시스템 및 e-SeoulNet시설 현황, 데이터

센터 등

∙서울시지하시설물정보시
스템

∙상ㆍ하수도
∙상ㆍ하수도 배관망 및 관련시설 현황(정수장, 물재생센터 
등)

∙서울시상수도/하수도관리
시스템

∙공동구 ∙위치, 시설 현황 등 ∙서울시지하시설물정보시스템

∙소방시설
∙소방시설(옥내ㆍ외 소화전 등), 소방서ㆍ119안전센터 현황 
등

∙서울시119종합방재전산
정보시스템

∙위험물시설 ∙유독물질, 화학물질, 환경오염 물질 등

인문
ㆍ

사회

∙인구, 주소,
행정구역

∙인구, 주소
 －동별 인구수(연령별ㆍ성별), 가구수, 가구원수, 인구밀도 등
∙행정구역 : 자치구, 행정동ㆍ법정동 경계, 면적 등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수치지형도(1/1,000)

∙지적,토지
∙지적, 토지
 －지목, 지번, 면적, 소유구분, 지가, 재산세, 토지특성 조사

자료 등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편집지적도,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도시계획

∙도시계획도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보건

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방재시설 등
∙도시계획사업
 －도시재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 지

구단위계획구역 등

∙ 도 시 계 획 정 보 시 스 템
(UPIS)

∙부동산
∙아파트 기본, 평형, 시세 정보
∙월간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

∙부동산114 아파트시세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건교부 부동산거래현황

∙산업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
 －소재지, 사업체구분, 사업종류, 산업분류, 종사자수 등

∙서울시 정보화기획담당관
∙서울시 기업지원과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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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 주요 속성정보 전산화현황

시청
∙재난예방ㆍ대응
ㆍ복구사업

∙사업성격(유형)
∙사업규모(기간, 예산, 범위 등)
∙사업효과

∙서울특별시 안전관
리계획

구청 ∙재난관리평가

∙기관역량 : 행정, 재무, 리더십
∙재난예방
 －재해요소 분석, 재해경감
∙재난대비
 －재난대비계획, 협력지원체계, 지원관리, 교육 및 훈련
∙재난대응
 －얼러트(예ㆍ경보, 주민대피, 홍보), 상황관리, 운영 및 절차

∙소방방재청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지침

시민안
전의식
조사

∙재난안전 ∙풍수해, 화재 등에 대하여 시민이 느끼는 안전의식

∙서울서베이 자료
∙사회안전 ∙야간보행, 흉악사건, 청소년범죄 등에 대한 안전도

∙교통안전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시민의식정도

∙시민대응능력 ∙소화기 비치 여부, 비상시 행동요령 숙지도 등

<부록 표 6-3> 재난관리사업및평가정보(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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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위기관리매뉴얼 작성부서(행정국 방재기획

과, 2009)
부록 7

분야

재난유형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건수 작성부서 건수 작성부서

(합  계) 44 640
∙ 사업소 등 342건(12개 유형)
∙ 자치구 298건(12개 유형)

자연
재난
(6)

대기오염(황사) 1
맑은환경본부

대기관리담당관
-

대    설 1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담당관
25 (자치구) 대설 담당부서

산    불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3 (자치구) 산불 담당부서

지    진 1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5 (자치구) 지진 담당부서

폭    염 1 복지국 노인복지과 25 (자치구) 노인복지 담당부서

호우태풍 1 물관리국 하천관리과 25 (자치구) 치수 담당부서

인적
재난
(17)

공동구 사고 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부
1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공연ㆍ행사장 안전사고 1 문화국 문화정책과 1 서울시문화재단

대규모 환경(수질) 오염 1 물관리국 물관리정책과 -

대형건축물 붕괴 1 주택국 건축기획과 25 (자치구) 건축 담당부서

대형화재 1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도로공사장 붕괴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2팀
-

도로터널 사고 1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담당관
6 도로사업소 6개소

1 시설관리공단

병원시설 대형사고 1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

12 시립병원 12개소

상수도공사장 붕괴 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시설과

-

소방분야(15개 사고) 1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2 소방서 22개소

아파트 공사장 붕괴 1 주택국 주택공급과 1 SH공사

위험물질 유출 1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1
도시교통본부

도로행정담당관
1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지하철 화재 1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담당관
143 서울메트로

145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장 붕괴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안전팀
-

한강교량 대형사고 1
도시기반시설본부
교량안전부 4팀

-

한강수난사고(구조ㆍ환경방재) 1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부록 표 7-1> 서울특별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현황(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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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재난유형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건수 작성부서 건수 작성부서

도시
기반
재난
(21)

가축질병 1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

-

농수산물 유통마비 1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

25 (자치구) 농수산물 담당부서

물재생센터 마비 1 물관리국 물재생시설과 4 물재생센터 4개소

버스파업 1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담당관
-

보건의료 마비 1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

25
(자치구)보건소 보건의료 

담당부서

산업시설생산 마비 1
경쟁력강화본부
산업지원담당관

1 구로구 산업시설담당부서

1 금천구 산업시설담당부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1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담당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1
맑은환경본부

클린도시담당관
25 (자치구) 청소담당부서

생활필수품 유통마비 1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

25 (자치구) 생필품 담당부서

서울시청사 마비 1 행정국 총무과 -

소각시설 마비 1 자원순환담당관 -

식ㆍ용수 공급사고 1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

원유수급 마비 1
맑은환경본부

녹색환경정책담당관
-

육상화물운송 마비 1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
-

전력분야 마비 1
경쟁력강화본부
산업지원담당관

25 (자치구) 전력 담당부서

전염병 1 복지국 보건정책담당관 25 (자치구)보건소 전염병 담당부서

정보서비스 마비 1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1 데이터센터 운영2과

정보통신 마비 1
정보화기획단

정보통신담당관
-

지하철파업 1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담당관

1 서울메트로

1 서울도시철도공사

택시파업 1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
-

테러 1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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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재난(지진)에 대한 수습분야별 세부 대응방안부록 8

∙이 내용은 ｢서울시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한 기본 추진전략 수립방안(II)(서울시정개발연
구원, 2004)｣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음.
－내용에 포함된 그림들은 2004년 시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현재의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이는 추후 실제 대규모 재난 통합대응매뉴얼 작성 시 수정ㆍ보완되어야
할 것임.

3)  통신 및 정보 분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통신 및 정보 분야 피해예상

∙강동ㆍ송파ㆍ강남구 지역 KT지사(5개소)의 통신시설 파괴
－유선전화 570,000회선 및 공중전화 8,600회선 불통, 이동통신시설 피해로
피해지역에 대한 연락 불가

◦대응방안

－대규모 재난 발생시 정보 전달체계 및 정보시스템, KT 수도권 강북

본부 및 한국방송공사(KBS)의 재난대응체계, 대시민 정보 전달 등

대응방안 제시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주요 통신
수 단 의 
확보

∙재난발생 시 주요 재난대응조직의 통신수단 확보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대응조직의 통신을 우선적으로 확보, KT수

도권강북본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이용 가능한 통신수단(동시지령시스템구축 활용)
  ㆍ상용통신망(전화, FAX), 비상무선통신, 위성통신 네트워크, 행정 유ㆍ무선통신 

이용, Hot-line(서울시 Hot-line 구성망 : 군ㆍ경ㆍ유관기관(9개 기관))
  ㆍ헬리콥터, TV영상전송시스템과 고정감시카메라, 영상전송시스템의 도입 등 다

중적 정보통신시스템 확보
  ㆍ119재난통신봉사단 아마추어무선망(HAM)의 통신지원 활용

<통신연락체계>

∙2007년 서울
시 통신장비 
현황

 －총 10,871
대 보유(유
선 5,885대, 
무선 4,916
대)

<부록 표 8-1> 통신 및 정보 분야 대응방안



부록  171

구 분 주요 내용

∙지진정보의 
수집ㆍ전파

∙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진정보 등의 전파
 －119종합상황실을 통해 재해피해상황 수집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치구 및 유관기관으로 지진정보 전달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현황, 인력ㆍ장비, 구호물품 등의 정보전달체계 확립
  ㆍ유ㆍ무선통신, 아마추어 무선(HAM),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 무선장비(M/W), 

이동교환기(SRSS), 위성장비(SNG) 등의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긴급통신망 구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한 정보 수집ㆍ전달체계>

∙KT 수도권 
강북본부의 
재난대응체
계

∙KT　재난대응체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통신망 구축 및 통신지원방안

공공
부문

∙서울시 재난 대응조직 간 긴급통신망 지원
 －지진발생지역 인근 TRS무선 기지국(서초법원청사 기지국) 복구
 －현장지휘소 및 구청 현장사무소에 무선장비(M/W), 이동교환기(SRSS) 설치
 －위성장비(SNG) 설치, 아마추어 무선(HAM)통신국 협조
∙재해지역 내 공공기관, 언론기관, 주요기간시설 관리기관의 통신시설 우선 복구

민간
부문

∙재해현장, 후송병원, 이재민 대피소 등에 무료 전화 및 이동전화 설치
∙본사 및 인근지사의 협력을 통한 신속한 복구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통신체계 대응방안>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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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한국방송공사
의 대응방안

∙재난방송단을 구성하여 비상방송 실시
∙지상파 방송국과의 재난방송 공동취재단 구성ㆍ운용, 중계기술반 파견

∙대시민 홍보

∙시청 및 재해 현장사무소에 홍보전담반 구성, 운영
 －TV, 라디오, 인터넷 및 PC통신, 전광판, 아마추어무선, 휴대전화 등의 매체를 통해 재해지역 

내외에 재해 상황 실시간 전달
∙매체를 통한 정보전달 불능 시 각 동사무소 인력을 통한 구두 홍보 실시

참고 : ｢2008년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서울특별시, 2007.12, ｢서울시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한 기본추진
전략 수립방안(II)｣,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표 계속>

4)  피난 및 피난소 분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수용시설 및 구호물자 피해예상 규모

∙이재민 약 69만명
∙수용시설 피해
－피해지역(강남ㆍ송파ㆍ강동구)의 수용시설 파괴
ㆍ학교, 종교시설 등 약 40개소(41,265명) 이용 불가

∙구호물자보관장소 피해
－피해지역(강남ㆍ송파ㆍ강동구)의 구호물자 보관시설 3개소 파괴
ㆍ구호물자(1종 응급구호세트 1,359점, 2종 응급구호세트 300점) 이용불가
ㆍ적십자사의 강동ㆍ송파적십자 봉사관(1개소) 파괴

◦대응방안

구분 주요 내용

∙피난 이재민 
구호활동체계 
구축

세계 각국 
지원

지원
⇒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원

유관기관 지원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원

응급의료
기관

협조
⇒ 재난구호반 협조⇐ 제조업체 및 

대형유통업체
      ⇓ 지원

자원봉사
단체

봉사
⇒

자치단체
이재민구호

구호
실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지원⇐ 대한적십자사
본사

⇑‖      ⇑ 지원

국제구호
단체

지원
⇒

민간구호
단체

구호
실시

수도방위
사령부 국제적십자사

<부록 표 8-2> 피난 및 피난소 분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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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비고

∙피난소로 이재
민 이동

∙피난소로 분산 이동 실시(서울시, 경찰 및 군)
 －이재민의 60%는 재난지역에서 수용, 40%는 인근 지역(서울

시 6개구 및 경기도 4개시)으로 분산
 －피난시설 부족 시 비축된 자치구와 대한적십자사의 천막을 

선 공급후, 부족분은 군부대 및 천막공급업체를 통해 조달
∙이재민 후송방안
 －인근지역의 관용차량 및 군부대 차량,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이재민 수용시설로 후송
 －필요 시 민간 시내버스도 협조 요청

∙｢2008년도 서울특별
시 안전관리계획｣의 
이재민 수용소 지정 
현황

 －학교, 교회, 관공서 
등 616개소, 
656,861명 수용

<이재민 수용방안>

∙피난소 구호물
품 지급

∙자치구 및 대한적십자사에 비축된 구호물품 우선 지급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구호물품 부족분 지원
∙차량, 철도, 선박, 헬기 등을 이용한 구호물품의 전달
∙자원봉사자 활용 : 자원봉사단체

∙｢2008년도 서울특별
시 안전관리계획｣의 
구호물자 비축 현황

 －일시구호 12,265세
트, 1종(2인용) 4,221
세트, 2종(4인용) 

   4,734세트, 3종(개별) 
17,273개 등

<구호물품 공급방안>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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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위로금 및 생
계보조금 지급

∙서울시 재해구호사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비축 적립금 
등 지원

∙필요시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기준에 의한 지급(｢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호
(2006.6.13)｣)

 －각 세대주(1인) 1,000만원 및 세대원(1인) 500만원씩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국제구호기금에 지원 요청

<표 계속> 

5)  물자지원 분야(물 및 식량 등)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피해지역의 물과 식량 예상 수요량

－물 예상 수요량

∙약 912천톤41)

∙ 912,000,000ℓ = 380만명(급수인구) × 20ℓ(발생직후 10일간 급수량) × 10
(소요일수) ＋ 380만명(급수인구) × 4ℓ(발생후 10~20일간
급수량) × 10(소요일수)

－광암 및 암사 아리수정수센터의 급수인구 : 380만명
－급수기간 : 총 20일(10일 생활용수 수준, 10일 음용수 수준)
－1인/일 급수량 : 총 24ℓ

－식량 예상 수요량

∙약 5,878톤

∙ 5,877,564,702g = 686,471명(식량 공급 대상 인구) × 432g(응급생계구호 시
하루 1인 공급량) × 7(소요일수) ＋ 686,471명(식량 공급
대상 인구) × 426g(장기생계구호 시 하루 1인 공급량) ×
13(소요일수)

－식량 공급 대상 인구(강남ㆍ송파ㆍ강동구 이재민) : 686,471명(재난 시나리
오에 의함)

－식량 공급 기간 : 총 20일(7일 응급생계구호 수준, 13일 장기생계구호 수준)
－1인/일 식량 공급량 : 응급생계구호 시 양곡 432g, 장기생계구호 시 양곡 426g

41) 1톤 = 1,0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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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구분 대응방안

∙급수체계
구성

∙상수도사업본부(재난관리부서)의 재난대응체계 구성
 －단수지역 비상급수대책 수립,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보ㆍ관리, 비상급수차량 

운영, 급수시설 응급복구, 단수지역 비상급수를 위한 수계전환 및 비상급수관 부설 등의 
업무 수행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재난대응체계>

(참고 : ｢2008년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서울특별시, 2007.12)

∙비상급수
대책

∙인접 정수사업소(구의 및 뚝도)의 생산량 활용
 －서초ㆍ성동ㆍ광진ㆍ동대문ㆍ중랑지역의 비상급수

시설, 음용수 지하수 활용
∙주민홍보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사용토록 절수운동 전개, 언

론매체와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복구예산 확보(급수대책비, 관로 등 긴급복구비 등)
∙상수도 복구
 －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시설 복구, 송ㆍ배수관 및 

현수관 복구

∙서울시 상수도 공급 현황(상수도
사업본부, 2008)

 －평균 3,253천톤/일 생산(정수
장 생산량)

 ㆍ총 410만 세대(10,456,034명) 
급수

 －강남ㆍ송파일대의 상수도 공급 
현황(암사 및 광암 아리수정수
센터)

 ㆍ평균 2,400천톤/일(정수장 생
산량) 생산

 ㆍ총 149만세대(380만명) 급수

<급수 대응방안>

<부록 표 8-3> 급수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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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응방안

∙식량 및 
생필품 
공급대책

∙식량(양곡 및 비상대체식량)
 －정부 양곡보관시설 비축 양곡 및 서울시 비축 양곡 공급
 －대량생산업체를 통한 비상대체식량(라면, 빵, 우유)의 공급
∙생필품
 －식료ㆍ생필품의 수송 가능 시까지 이재민에게 3일 이상 공급할 식료ㆍ생필품 비축
 －식료 등 긴급물자의 수송시스템의 확립
 －정부양곡보관소 등 파악 관리
 －식료품 확보 곤란, 물가의 폭등 등에 대비한 유통 통제
 －이재민 수용생활의 장기화에 따른 필요 물자의 추가 확보

<식량공급 대응방안>

<부록 표 8-4> 식량공급대책

6) 보건 및 의료 분야

◦가상시나리오에의한피해지역의인명 및응급의료기관피해예상규모

∙인명피해
－총 27만명(사망 40,000명, 부상 230,000명)

∙응급의료기관 11개소 파괴(강남ㆍ송파ㆍ강동구)
∙방역 및 청소 대상지역
－피난소(600여개소), 이재민 약 6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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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구분 대응방안

∙응급의료 
대책

∙재난지역의 이재민 피난소에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부상자 후송 및 관리
 －구급차를 이용하여 부상정도에 따라 인근병원으로 분산 후송
 －중상자의 부상정도 및 신원을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전달 실시
∙의약품ㆍ의료기자재 공급
 －부족한 의약품은 지정업체에서 공급하며, 혈액은 대한적십자사에 요청

<부상자 후송방안>

∙재난지역, 
이재민 및 
피난소 방
역대책

∙방역기동반 편성ㆍ운영(26개반 156명 편성)
∙방역활동 실시
 －전염병 환자 격리 및 치료
 －재난지역 대상자 전원에 대한 예방 접종 실시
 －재난지역 및 피난시설의 중점 살균ㆍ살충ㆍ소독
 －전염병의 신고 및 역학조사 실시(발생원인 규명 및 세균검사)
∙지역 의사회,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협조체제 유지

∙재난지역 
및 피난소 
청소대책

∙폐기물 처리
 －청소대책반(26개반 78명) 및 청소기동반(25개반 625명) 편성
 －필요 시 대행업체에 협조 요청
∙이재민 피난소 분뇨처리
 －이동식 화장실 설치(50인당 1기)

<부록 표 8-5> 보건 및 의료 분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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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 분야(전기, 도시가스, LPG, 석유 등)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피해지역의 에너지 예상 수요량

∙전기
－1일 예상 수요량 : 19,514MWh/일(전력소 2개소, 변전소 10개소 파괴)

= {(강동ㆍ송파ㆍ강남구 세대(661,869) ÷ 서울시 전체 수용가구수
(4,097,562)) × 서울시 연간 전력소비 현황(44,096,349MWh)} ÷ 365일

∙도시가스
－약 84만5천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필요
ㆍ대한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공급지역(강동ㆍ송파ㆍ강남ㆍ서초구) 약 84만5

천세대에 가스 공급 중단
∙기타 에너지(LPG, 부탄가스, 석유, 석탄)
－1일 예상수요량
ㆍLPG 8,326t/일, 부탄가스 13,513t/일, 석유 22천배럴/일, 석탄 135M/T

= [{(피해지역 인구(1,716,177명) ÷ 서울시 인구(10,456,034명)) × 기타 에
너지별 전체 사용량주1)} ÷ 365] × 3(LPG 및 부탄가스에 대한 대체수요
가중치)

ㆍ주1) 기타 에너지별 전체 사용량(부록 표 8-6)
LPG 6,171,994t, 부탄가스 10,016,897t, 석유 49,272천배럴, 석탄
300,273M/T

구분 주요 내용

전력
∙서울시 연간 전력사용량 : 44,096,349MWh
 －서울시에는 2개의 관리처(한국전력공사 산하)에서 전력공급을 총괄감독하며, 7개의 전력소에

서 90개의 변전소 및 기타 송ㆍ변전시설을 관리하여 전력 공급

도시가스
∙서울시 연간 도시가스 공급량 : 4,852백만㎥
 －3,995,093개소(가정용(취사용), 일반용, 업무용, 산업용, 열병합, 수송용(버스업체수))

기타
에너지

∙서울시 연간 가스 공급량

구분
프로판(LPG) 부탄

판매소(수) 판매량(t) 판매소(수) 판매량(t)

공급량 142 6,171,994 69 10,016,897

∙서울시 연간 석유 소비량

구분 합계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 기타주1)

소비량(천배럴) 49,272 10,353 1,270 10,892 631 26,126

주1) 경질중유, 중유, 젯트유, 용제, 아스팔트유, 납사, AVI-GAS임.

∙서울시 연간 석탄 수급량

구분 전년말 저탄량 반입량(수송량) 소비량 저탄량

수급량(M/T) 19,184 287,737 300,273 6,648

참고 : ｢2009년 서울통계연보(2008년 기준)｣, 서울특별시, 2009.

<부록 표 8-6> 서울시 주요 에너지 연간 공급 현황(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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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구분 대응방안

전기

∙긴급전력 공급 : 1일 예상 수요량 19,514MWh/일
 －주요시설 자가발전을 실시하여 자체 수용 충당
 －비상발전 차량(6대) 및 이동변전차(9대) 활용
 －일산, 부천, 안양, 분당 등 가스터빈 발전소 가동
 －임시가설 실시
∙발전설비, 송ㆍ변전설비, 배전설비 복구 실시

<비상전력 공급대책>

도시가스

∙화재발생을 대비한 가스공급 폐쇄조치로 약 84만5천호 공급불능
∙우회공급 및 비상공급설비(LNG 탱크로리)에 의한 공급시행
∙대체연료(LPG, 부탄가스) 전환
∙각 도시가스사의 복구대책반(25개반 144명) 운용

<도시가스 공급대책>

<부록 표 8-7> 주요 에너지 공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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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응방안

기타 에너지

∙LPG 8,326t/일
 －가스업체(3개업체)로부터 탱크로리를 지원받아 인천기지에서 공급
∙부탄가스 13,513t/일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업체(20개업체)에서 지원(1일 100만개)
∙석유 22천배럴/일
 －고양, 성남 저유소로부터 지진발생지역에 석유 공급
∙석탄 135M/T
 －수색비축기지로부터 석탄공급

<기타에너지 공급대책>

<표 계속>

 교통 분야

◦가상시나리오에의한도로교통시설물(교량, 도로, 지하철) 피해예상규모

∙도로
－교량
ㆍ남한산성에서 15㎞ 반경 내에 있는 교량은 모두 파손 혹은 붕괴
ㆍ한남대교, 동호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 등 9개 교량 파손ㆍ붕괴
－도로
ㆍ주요 고속도로 진입로 모두 파괴
ㆍ피해지역 내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 등 주요도로 모두 파괴

∙지하철
－6개 노선 파괴 또는 손상(2, 3, 5, 7, 8호선, 분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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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분야 대응방안

구분 대응방안

∙운송 원칙 
설정

∙운송수단 확보
 －교통 담당 부문은 교통 통제, 이동경로 확보, 대체 운송수단 확보
 －물자, 식량조달, 의료 및 구호활동 부문의 운송수단은 각 부문에서 자체 확보
ㆍ단, 대체 운송수단을 교통 부문에서 확보함으로써 각 부문에서 지원 요청 시 운송수단 

지원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음.
∙재난발생 시 운송 대상의 우선 순위

순위 여객 화물

1
∙재난 대응활동 종사자
 －구조, 구급, 의료, 각종 기반시설 대책 요원, 각종 

대응기관의 대책 요원, 대응 자원봉사인력 등 

∙이재민 긴급구호에 필요한 생필품(식량
ㆍ에너지ㆍ용수) 및 기타 구호물자

2
∙부상자 및 피해자 ∙재난 대응활용 소요 물품

 －기반시설 긴급 복구장비, 의약품ㆍ의
료시설, 소방물품, 각종 복구자재

3
∙재난 복구활동 종사자
 －각종 기반시설 복구 요원, 각종 대응기관의 대책 

및 조사 요원, 복구 자원봉사인력 등

∙재난 쓰레기
 －외부로 수송해서 처리해야 하는 재해

로 인한 각종 폐기물

4 ∙기타 이재민 및 시민

∙교통 통제

∙피해지역 외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접근하는 주요 지점에 교통수단별로 통제선 설치
 －도로
 ㆍ피해지역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의 인터체인지에 통제선 설치
 －지하철
 ㆍ피해지역 내 파괴ㆍ손상 구간의 양 종점 인근에 통제선 설치
 －선착장
 ㆍ재난지역 인접 선착장(잠실, 뚝섬 선착장)
 ㆍ재난지역 연결 교량 파괴로 선착장 활용이 필요

∙이동경로 
확보

∙피해지역-외부지역 간 이동경로 확보
 －도로
 ㆍ강남지역-피해지역, 강북지역-피해지역, 경기도 및 타 시도지역-피해지역 간 이동경로 

확보
 －철도
 ㆍ경기도 및 타 시도지역-피해지역 간 이동경로 확보
 －선박
 ㆍ강북지역/경기도 및 타 시도지역-피해지역 간 이동경로 확보
 －항공
 ㆍ피해지역의 구별 2개의 헬기 임시 착륙장을 설치하여, 재난발생 직후 필요 물자, 인력 

긴급 수송
∙피해지역 내부 이동경로 확보
 －도로
 ㆍ파괴 혹은 손상된 도로를 긴급 복구하여 주요 이동경로 확보
 ㆍ긴급도로를 개설하여 우회로 확보 : 현장지휘소 간, 재난지역 외곽
 －항공기
 ㆍ긴급 설치된 헬기 임시 착륙장을 활용하여 피해지역 내부에서 물자, 인력 긴급 수송

<부록 표 8-8> 교통 분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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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응방안

∙대체 운송
수단 확보

∙자동차
 －여객용
 ㆍ서울시, 인천, 경기지역의 관용 및 영업용 승합차의 약 50%를 대체 운송수단으로 

확보
 ㆍ수도방위사령부 산하 군부대 승합차 지원 요청
 ㆍ서울시 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시내버스 차량 중 10%를 동원
 －화물용
 ㆍ서울시, 인천, 경기지역의 관용 및 영업용 화물차의 약 50%를 대체 운송수단으로 

확보
 ㆍ수도방위사령부 산하 군부대 화물차 지원 요청
∙선박
 －유람선, 준설선 등 활용
 ㆍ한강 유선사업자의 유람선, 유선장, 바지선 등 보유 선박 활용
∙항공(헬기)
 －수도방위사령부에 헬기(2대) 지원 요청
 －수도방위사령부 및 경기도, 인천시 소방본부 지원 요청

∙정부합동
특별수송
대책본부 
설치 요청

∙중앙정부 차원의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하여 긴급수송기관 및 타 자치단
체의 적극적 지원 요청

<교통분야 대응방안>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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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및 건설 분야 대응방안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공공시설 피해예상 규모

∙도로시설
－도로 : 주요 고속도로진입로 및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 파괴
－도로시설물 : 9개 교량 파손ㆍ붕괴, 강남구 2개 터널 붕괴, 기타시설물 80% 파괴

∙철도시설(지하철) : 6개 노선 파괴 또는 손상(2, 3, 5, 7, 8호선, 분당선)
∙하천 및 내수배제시설
－하천시설물 : 반포, 한남, 동호대교 인접 하천제방, 호안, 하천시설물 파괴
－내수배제시설물
ㆍ탄천하수처리사업소, 고덕 오수중계펌프장, 성내ㆍ잠실빗물펌프장 파괴
ㆍ재난지역 일대 하수관 80% 파괴

◦대응방안

구분 대응방안

도로시설

∙응급복구 우선순위 결정
 －도로, 도로시설물 순으로 응급 복구
∙교통 통제
 －재난지역 외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접근하는 주로 도로지점에 설치
 －파괴/손상된 재난지역 내 터널 및 교량 진입로에 통제선 설치
∙응급복구자원 확보
 －도로교통사업소, 서울시 자체 및 복구업체, 자원봉사 인력 및 민간 부문(대형공사장)의 

인력 및 장비 활용
∙응급복구자원 수송, 응급복구 및 진단

<도로시설 대응방안>

<부록 표 8-9> 공공시설 및 건설 분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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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응방안

철도시설

∙재난 지역 통과 중인 지하철 차량의 인명 구조
∙열차운행 조정
 －재난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에 한해 회차시설 설치 후 구간 분리 운행 실시
∙회차시설 설치치역의 파괴/손상 시설물 응급 복구

<철도시설 대응방안>

하천 및 
내수배제

시설

∙침수 지역 인근 주민 대피 및 인명 구조
∙응급복구 우선순위 결정
 －하천제방 및 호안, 하수처리장, 기타 하천시설물, 기타 내수배제시설 순으로 복구 실시
∙응급복구자원 확보
 －자치구, 기동순찰반, 도로관리사업소 및 대형공사장의 인력 및 장비 활용
∙응급복구자원 수송, 응급복구 및 진단

<하천 및 내수배제시설 대응방안>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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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 및 구조 분야 대응방안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실종자, 구조대 및 구급대 피해예상 규모

∙실종자
－행방불명자 수천명(약 6,000여명 추정), 초기 약 1천여명 발생
∙구조대 피해
－인력 : 구조대 3개대, 63명 손실 / 장비 : 구조공작차 3대, 구조버스 3대, 구
조보트 4대

∙구급대 피해
－인력 : 구급대 19개대, 114명 손실 / 장비 : 구급차 19대 파손

◦대응방안

구분 주요 내용

∙긴급구조통제단 현
장지휘소 설치

 (잠실 올림픽공원)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설치, 수색 및 구조 활동 개시
 －각 긴급구조기관(서울 지방경찰청, 수방사 등) 및 유관기관ㆍ단체 연락관 파견요청
 －유ㆍ무선 통신망 구성
ㆍ무선통신망은 기지국 및 이동국, 아마추어 무선 등 활용
 －통제선 설치 : 구조활동에 관계된 인력 및 장비만 출입
 －현장대변인을 통하여 구조활동상황 발표

∙119구조대 투입

∙인력
 －119구조대 피해 인원을 제

외한 구조인력 투입
∙장비
 －피해장비를 제외한 가동 

가능한 장비 투입

∙서울시 119구조ㆍ구급대 인력 및 장비 현황(｢소방
행정자료 및 통계(소방방재청, 2009)｣)

 －119구조대 : 일반구조대 22개대 495명, 직할구
조대 1개대 27명, 특수구조대(수난) 2개대 34명

 －119구급대 : 구급차 117대, 구급대원 852명
 －소방항공대 : 1개대, 헬기 3대, 구조대원 9명(운

용요원 25명)

∙현장응급처치 및 
병원후송

∙119구급대 및 구급차 투입

∙소방응원협정기관 
지원요청

∙16개 기관의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경기도 및 인천 소방방재본부, 군부대 등

∙자원봉사자 접수 
및 현장 배치

∙자원봉사자의 현장 배치
 －인명구조관련 자원봉사대, 서울시 자원봉사단체

<수색 및 구조 대응방안>

<부록 표 8-10> 수색 및 구조 분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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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분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소방 피해예상 규모

∙100여곳 화재발생
∙소방서 3개소, 소방파출소 9개소 파괴
－소방인원 648명 손실, 특수소방차 18대, 소방차 68대, 행정차 9대 파손

∙재난지역 내 급수불가로 소화전 이용불가
◦대응방안

구분 대응방안

소방활동

∙재난발생지역 인근 소방서와 소방파출소 출동지시 및 지원
 －소방인력 및 장비(특수소방차, 소방차, 행정차, 헬기, 소방구조정 등) 투입
∙인근 소방응원협정체결기관으로부터 지원
 －소방인력 및 장비(고가차, 펌프차, 탱크, 헬기 등) 지원
∙서울시 및 자치구 의용소방대 및 자위소방대 등의 민간조직 활용
∙중요시설에 대한 출동우선순위 설정 운용
 －국가보안시설, 지자체시설, 민간시설 순으로 소방활동 실시

<소방인력 및 장비 지원방안>

소방용수 
확보

∙재난지역 및 인근지역의 비상소방급수시설 이용
 －재난지역 저수조, 급수탑 이용
 －인근지역(서초ㆍ관악구,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등)의 소방용수 이용
∙단수 시 한강, 탄천, 석촌 호수 등을 소방용수로 이용

<부록 표 8-11> 소방 분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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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서울특별시, 2009.2)부록 9

1) 개요 

(1) 평가 기관

◦서울특별시(수행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 평가 목적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

도 수준과 품질수준을 평가

－서비스별로 우수ㆍ부진 요인을 파악하여 전반적 서비스 수준 향상

을 위한 전략적 방향 도출

∙향후 정기적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 개발 및 공공서비스 개선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FGI 분석을 통하여 설문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은 취약분야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분석

(3) 평가를 위한 조사 흐름

<부록 그림 9-1> 시민고객평가 조사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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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고객평가 측정모델 평가지표

◦전체평가지표

－6개의 분야(민원행정-시청, 민원행정-구청, 문화, 환경, 한강공원, 여

성, 도시생활전반) 의 52개 차원 202개 세부항목

◦안전서비스 평가지표

－전체평가지표 3개 분야(한강공원, 여성, 도시생활전반)의 4개 차원

분야 차원 세부 항목

한강공원 안전성

∙ 공원 내 야간조명 상태
∙ 취객/노숙인 관리상태
∙ 애완동물 동반이용수칙 준수상태
∙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와 보행자 간 이용 안전성
∙ 제방/안전난간/계단 등 견고성
∙ 공원 출입구 야간조명 상태
∙ 공중화장실 이용안전성

여성 안전

∙ 밤의 가로등 조명상태
∙ 밤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 소매치기,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

도시생활 

학교주변 안전
∙ 스쿨존 설치 이후 교통사고 위험 감소
∙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

치안 및 안전관리

∙ 긴급상황 발생 시,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
∙ 서울시 재난 대비에 대한 믿음
∙ 야간 보행 시, 안심할 수 있는 정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 사고로부터 지하철 및 지하상가 안전

<부록 표 9-1> 안전서비스 평가지표(전체 6개 분야 중 3개 분야 해당)

3) 평가결과

(3) 요약

◦한강공원 분야

－차원별 전반적 만족도의 만족ㆍ불만족 응답비율을 평균적으로 비교

하였을 때, 만족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는 56.5%로 높은 수준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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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분야

－다른 차원의 만족도와 비교했을 때 안전에 대한 만족도(21.9%)는 낮

고 불만족도(19.8%)는 상대적으로 높음. 

◦도시생활전반 분야

－학교주변 안전(47.4%), 치안 및 안전관리(42.7%)는 적절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불만족도가 20%대로 개선노력이 필요함.

<부록 그림 9-2> 차원별 만족ㆍ불만족 응답비율

구분 한강공원 안전성 여성안전
도시생활 

학교주변안전
도시생활

치안 및 안전관리

만족 56.5 21.9 47.4 42.7

불만족 6.7 19.8 19.3 23.2

<부록 표 9-2> 분야별 안전관련차원 만족ㆍ불만족 비율 분석 

(4) 세부 평가내용

③ 한강공원 분야

◦설문분석

－세부항목의 만족ㆍ불만족 응답비율은 2007년과 비교하여 거의 대부

42) 한강공원, 여성, 도시생활전반 분야에대한 분석은절대적인점수를활용하기보다는각각
의 차원에 속한 항목의 품질 수준의 긍정/부정 응답비율을 이용하도록 함.



190  서울시의 새로운 재난관리체계 구축

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모였으나, ‘자전거ㆍ인라인과 보행자 간

의 이용 안전성’은 불만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43).

∙한강공원 내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

한 이용을 위한 시설 보강은 별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부록 그림 9-3> 안전성 차원의 항목별 만족ㆍ불만족 응답비율 분석 

구분
공원내 

야간조명
상태

취객/노숙인 
관리상태

애완동물 
동반이용 수칙 

준수상태

자전거와 
보행자간 

이용 안전성

제방/안전난간
/계단 등 
견고성

공원 출입구 
야간조명 

상태

공중화장
실 이용 
안전성

매우 만족 10.1 17.2 13.9 9.8 9.2 9.0 12.6

만족 47.2 39.6 34.2 33.4 47.5 45.7 50.3

보통 30.6 30.8 30.3 27.1 31.8 32.9 24.3

불만족 (9.8) (10.3) (17.3) (23.3) (10.2) (10.6) (10.8)

매우 불만족 (1.3 (2.0) (3.8) (6.3) (1.2) (0.9) (1.8)

모름/무응답 1.0 0.1 0.5 0.1 0.1 0.9 0.2

<부록 표 9-3> 한강공원분야 안전성 차원의 항목별 만족ㆍ불만족 응답비율 분석     (단위:%)

43) 2007년 대비 한강공원의 안전성 차원의 만족비율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강공원의 공사 진행이 거의 모든 차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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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I분석

－한강공원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상황은 아니나, 우범지대가 많고 혼잡한 경우가 있다고 느낌.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항상 긴장해

야 하며, 조명도 일부지점만 밝고, 토끼굴 쪽은 매우 어둡다는 견

해가 많았으며, 순찰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도 많

이 제기됨.

④ 여성분야

◦설문분석

－밤의 가로등 조명상태(36.1%) 항목의 만족 비율이 가장 높음.

∙밤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37.6%) 항목의 불만족 비율

이 가장 높음.

<부록 그림 9-4> 여성분야 안전차원의 만족ㆍ불만족 응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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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밤의 가로등 
조명상태

밤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소매치기,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

매우만족 6.1 2.0 1.9 1.9

만족 30.0 17.0 22.8 22.4

보통 40.5 43.2 46.2 47.3

불만족 (19.7) (30.0) (22.6) (20.3)

매우불만족 (3.8) (7.6) (6.0) (6.7)

모름/무응답 0.1 0.3 0.5 1.6

<부록 표 9-4> 여성분야 안전차원의 만족ㆍ불만족 응답비율 분석           (단위:%)

◦FGI분석

－밤거리 보행은 매우 불안하다고 인식

∙위험을 느끼는 환경으로는 조명이 어두운 학교 근처, 육교 위, 막

다른 골목이 없는 길 등

－심야 택시 이용은 불안하다고 인식하여 이용을 자제

∙최근 택시 이용객의 납치나 성범죄 뉴스로 인해 불안감 증폭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감

∙대중교통에서의 범죄발생 원인으로는방화 및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질환자 방치가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

⑤ 도시생활전반 분야

◦평가 요약

－도시생활분야의 안전관련 차원에 속하는 세부 항목은 ‘긴급상황 발

생 시, 119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항목이 만족도 50% 미만에 속해 있어,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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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위 세부 항목
만족비율(%)

(매우 만족 + 대체로 만족)

70% 이상 1 대중교통의 환승 편리성 76.0

60% 이상
~

70% 미만

2 긴급상황 발생 시, 119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 65.0

3 교통 신호체계에 대한 만족도 64.1

4 황단보도 설치에 대한 만족도(신규문항) 61.2

5 세금납부절차의 간편성 60.4

50% 이상
~

60% 미만

6 최근 1년 과천서울대공원 만족도 59.3

7 교통 표지판 설치에 대한 만족도 58.8

8 거주의 안정성 57.1

9 버스 배차간격의 정시성 56.5

10 버스노선 배정의 편리성 55.5

11 최근 1년 서울시립미술관 만족도 55.2

12 최근 1년 서울시립박물관 만족도 54.0

13 거주지 근처, 시간 부담없이 이용가능한 공원/녹지의 충분성 52.6

14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자가 감소한 정도 52.5

15 지하철 승강장의 승하차 및 대기 시, 이용편리성 51.6

16 생활주변 불편사항 개선의 신속성 50.6

40% 이상
~

50% 미만

17 학교주변 스쿨존 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줄었다고 느끼는 정도 49.0

18 지하철 전동차 실내의 쾌적성 47.9

19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에 대한 만족도 45.8

20 교통정보 습득 용이성 45.7

21 거주환경의 쾌적성 44.8

22 지하철 승강장의 쾌적성 43.5

23 서울시 재난 대비를 믿을 수 있는 정도 41.3

24 버스이용정보 습득 용이성 41.0

25 주로 가는 공원의 편의 및 부대시설 설치 및 정비 40.6

26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 40.0

30% 이상
~

40% 미만

27 야간보행 시, 안심할 수 있는 정도 39.2

28 재래시장 쇼핑 편리성 37.2

29 야외활동 시, 대기의 쾌적성 36.8

30 콜택시 및 요금계산 카드제로 인한 택시이용 편리성 개선정도 36.6

31 대기관련 정보(황사주의보,오존주의보 등)의 유용성 35.9

32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 35.7

33 거주지 근처의 문화/체육 시설의 충분성 35.7

34 서울시 및 시정책 정보 습득 용이성 33.2

35 도로변 보행 편의성 33.0

36 지하상가 공기의 쾌적성 32.6

37 지하철역의 각종 사고로부터의 안전성 32.4

38 야경을 아름답게 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충분성 31.6

39 간판의 심미성 31.0

40 자전거 편의/부대시설의 충분성 30.2

20% 이상
~

30% 미만

41 서비스 수준을 감안할 때, 공공요금의 적절성 28.6

42 각종 안내 표지판이 길을 찾아가기 쉽게 설치되어 있는 정도 27.4

43 외식 때, 음식위생에 대한 신뢰도 27.0

44 도로 및 건물주소가 알기 쉽게 표기되어 있는 정도 25.6

45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 25.0

46 공중화장실 이용편의성 25.0

47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만족도 23.5

48 서울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정도 21.9

49 농수산물 등 식품의 원산지 표시 신뢰성 21.3

50 일상생활에서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충분성 20.3

51 서울시(구청,동사무소 등)의 불우시민 지원책에 대한 만족도 20.2

20% 미만 52 농수산물 가격 안정성 15.3

<부록 표 9-5> 도시생활전반 분야의 항목별 만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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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별 평가내용

－학교주변안전에 대한 설문분석

∙스쿨존 설치 이후 위험 감소에 대한 만족비율은 49.0%, 불만족 비

율은 15.4%로 나타났으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에 대한

만족비율은 45.8%임.

∙학교주변 안전 차원의 만족ㆍ불만족 응답비율은 2007년 스쿨존

설치 이후 교통사고 위험감소에 대해 만족ㆍ불만족 비율이동시에

높아짐.

<부록 그림 9-5> 학교주변 안전 만족ㆍ불만족 응답비율

구분 스쿨존 설치 이후 교통사고 위험감소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관리

매우 만족 4.6 6.8

만족 44.4 39.0

보통 29.2 27.4

불만족 (13.3) (18.6)

매우 불만족 (2.1) (4.6)

<부록 표 9-6> 학교주변 안전 만족ㆍ불만족 응답비율 분석     (단위:%)

－치안 및 안전관리에 대한 설문분석

∙‘긴급상황 발생 시,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에 대

한 만족 비율이 65.0%로 가장 높은 반면, 야간 보행 시 안전성에

대한 불만족비율이 39.0%로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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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발생 시, 119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에

만족 비율이 65.0%로 치안 및안전관리 문항 가운데 가장 높지만, 

2007년 대비 만족도가 10.6% 하락하여 다른 문항에 비해 가장 크

게 하락함.

<부록 그림 9-6> 치안 및 안전관리 만족ㆍ불만족 응답비율 분석 

구분

긴급상황 발생 
시,119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

서울시 재난 
대비를 믿을 수 

있는 정도

야간 보행 시 
안심할 수 있는 

정도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사고로부터 
지하철 및 

지하상가의 안전

매우 만족 14.2 5.2 5.8 4.1 3.0

만족 50.8 36.1 33.4 31.6 29.4

보통 26.2 40.3 21.5 38.5 41.0

불만족 7.8 15.9 31.4 22.0 22.2

매우 불만족 0.4 1.9 7.7 3.3 3.5

<부록 표 9-7> 치안 및 안전관리 만족ㆍ불만족 응답비율 분석                (단위:%)

세부 항목
만족비율(%) 불만족비율(%)

2008 2007 GAP 2008 2007 GAP

∙긴급상황 발생 시 119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 65.0 75.6 -10.6 8.1 3.6 4.5

∙서울시 재난 대비를 믿을 수 있는 정도 41.3 34.3 7.0 17.8 22.3 -4.5

∙야간보행 시, 안심할 수 있는 정도 39.2 36.4 2.8 39.0 43.2 -4.2

∙공사장 주변 안전 관리에 대한 만족도 35.7 23.8 11.9 25.4 35.2 -9.8

∙사고로부터 지하철 및 지하상가의 안전 32.4 20.6 11.8 25.6 34.9 -9.3

<부록 표 9-8> 치안 및 안전관리 세부 항목별 전년대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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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isaster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in 
Seoul

Youn-Jong KimㆍSang-Young ShinㆍGui-Young KimㆍSeung-Hee Ji

As urban disasters get more large-scale and complex, it is necessary to 
manage and confront totally and systematically the urban disasters. Yet it is 
not enough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disaster prevention policies in 
Seoul.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e up with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Seoul to reduce and prevent urban disasters. 
This study analyzed present conditio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Seoul 
and other cities. Present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n Seoul is not able 
to manage effectively urban disasters or cope with crises as present 
management system is decentralized. Also we found several problems 
concerning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Seoul as insufficiency of speciality, 
irrationality of command chain, and short of disaster database system and so 
on. And we studied foreign cases on urban disaster management system like 
as United States, Japan and so on for comparing with that of Seoul and other 
city. 

In conclusion, improvement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unifi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are presented. 

First, from a organizational and structural point of view, it need unifi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at can integrate and mediat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each section of managing agency in an emergency situation. 

Second, decision making procedures have to be modified to confer and 
mediate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And regulations of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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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afety must be established before setting up Seoul safety management 
vision and plans.  

Third, this study suggest that Seoul need unified disaster management 
database to analyze effectively diverse datum and informations about disaster 
and safety. It can help to detect and to warn previously risk level and 
dangerous region to citizen for safer life environment.  

Forth, function of emergency plan bureau is coordinated for a direction not 
to overlap nor to conflict with other departments. The bureau have to play a 
role as headquarter to generalize and coordinate, and then street-level 
bureaucracies function as executive to work practical administration. 

Fifth, we suggest Seoul metropolitan formulate disaster facing manuals or 
estimate crisis scenario, and train public officials repeatedly according to that 
manual. It can make Seoul more rapid confrontation in case of emergency.

Sixth, it need to construct actively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normal 
times that can lead mutual assistance in an emergency from army, police, 
NGOs and so on.  

Lastly this study proposes policies to raise satisfaction and to upgrade 
speciality of firemen. They are working hard in poor surroundings and they are 
ill equipped for rescuing lives. We need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not 
only for firemen but for citizen.

We hope that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o develop present state of 
safety and to upgrade a level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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