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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황설정·지역위험도 등 5개 구성요소 중심�
재난사고 시나리오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

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는 현실성·과학성·연계성이 부족한 실정

◦ 재난사고에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역 및 재난사고의 특성이 반영
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음

‐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는 불확실성이 높아 대처하기가 곤란함.�예측
이 어려운 것은 복잡한 도시사회 구조,�인구와 시설의 과밀화 등 다양한 이

유 때문임

‐ 재난사고 시나리오 운영을 통해 가상의 상황에 따른 대응의 흐름과 문제점
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거나 대응 시간을 단

축할 수 있음

◦ 현행서울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및재난대응훈련에서사용되는시나리오는현
실성,�과학성,�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임

‐ 현실성은 지역특성의 반영,� 다양한 가정 상황,� 타임라인(시간에 따른 구성,�

황금시간1)),�지역별 대응 역량 편차의 반영,�시민 및 유관기관의 임무와 내

용 등의 측면에서 구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과학성은 논리적 상황 범위와 타임라인의 명확성 측면에서 구성이 미흡함
‐ 연계성은 재난 관련 대응 계획과 연계,�유형별 시나리오 수준의 편차,�적용
측면에서 구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1)�황금시간 목표제 검증 및 평가를 위한 학술 용역(서울시,�2016)에서 황금시간에 대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뿐만 아니라
큰 피해를 막거나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간의 의미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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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피해 분석자료,�시나리오에 적용 땐 최적화된 훈련 가능

◦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발생량 및 피해규모를 바탕으로 적정한 범위를 설정함
‐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 범위를 너무 낮게 상정한다면 훈련의 효과가 미미하
며,�너무 과대하게 상정한다면 불필요한 훈련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특정 도시의 재난사고 통계 또는 연구 등 조사된 자료를 재난사고
시나리오 가정 상황에 적용한다면,�현실 가능한 범위 내의 극한 사례에 최

적화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음

‐ 통계 또는 연구 결과에 따라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라면
예상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2차 피해 확산 등 문제점,�시나리오에 반영해 훈련효과 극대화해야

◦ 재난사고발생시초기대응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피해규모가결정되므로현장
대응자료를 바탕으로 상황과 대응을 연계하도록 함

‐ 대응자료는 대응기관에서 현장 초기대응 관점으로 실제 재난사고에서 나타
난 문제점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작성한 자료임

‐ 대응자료에서 드러난 문제점(다양한 2차 위험요인)을 시나리오 초기대응시간
내에 상황메시지로 집중 부여함으로써 시나리오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

요가 있음

5대 구성요소:�주체별 대응절차·점검목표 설정·타임라인 등이 포함

◦ 서울시에서 운용해야 할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5가지 핵심 구성요소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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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구성요소는 주체별 대응절차,�상황 설정,�지역위험도,�점검 목표 설정,�
타임라인임

◦ 재난사고 시나리오에서 주체별 초기대응 절차는 중요함([그림 1])
‐ 주체별 초기 상황판단의 시점과 절차는 피해 확산과 진압의 중대한 의사결
정 구조를 순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준임

‐ 주체는 시민,�시설 및 설비 현장담당자,� 1차 대응기관(소방),�대응기관(본청
대응 주무부서),�유관기관으로 구분함

[그림 1]�주체별 초기대응 절차 및 행동요령 모식도

◦ 재난사고 시나리오는 내용 구성을 위하여 적정한 상황이 설정되어야 함
‐ 재난발생 요소는 재난 자체의 발생규모,� 발생장소,� 발생시각 등임.� 재난피

해요소는 전반적인 피해 양상과 인명피해,�재산피해,�서비스 중단,�2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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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재난사고 시나리오 상황 설정 요소

등으로 구성됨

‐ 재난의 규모와 양상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발생 사례 중에서 가장 극한상황
을 가정할 필요가 있음.�이는 대응과정에서 문제점을 가장 두드러지게 파악

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 과거 재난통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특정 재난 유형의 발생 건수,�
사상자 수,�재산피해 등의 극한상황 시나리오를 가정함

◦ 지역취약도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현실감을 높일 수 있음
‐ 지역취약도를 기반으로 해당 재난에 대한 도시구조의 취약성,� 대응기관별

임무 수행의 어려움과 필수 자원 동원의 한계,�유관기관 협력의 난이도 등

을 파악할 수 있게 됨

‐ 지역취약도 도출을 위해 위치기반의 필요한 정보 목록이 수집돼야 함.�최우
선 정보는 과거 발생과 피해 및 해당 재난 특성에 관한 정보이며,� 2차적으

로는 관련이 있는 지역 특성과 방재 자원에 관한 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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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 분석결과 내용

지진 -�지진 위험지도 -�재현주기별 발생위험지역

풍수해(침수) -�침수 위험지도 -�과거 침수지역

산사태 -�산사태 위험지도 -�산사태 영향 요인 도출지역

폭설 -�폭설 취약지도 -�폭설 영향 요인 도출지역

대형화재 -�화재경계지구 지도 -�화재 취약지역 기반

위험물질 재난 -�위험물질 시설 입지 -�위험물질 시설 주변 분석지역

시설물 붕괴 -�붕괴위험 시설 입지 -�붕괴위험 시설 주변 분석지역

대테러 -�대테러 위험 시설 입지 -�대테러 위험 시설 주변 분석지역

[표 1]�재난 유형별 분석결과 도출

◦ 재난사고 시나리오 훈련을 통해 점검해야 할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주된 활용 부분으로는 대응임무 도출의 완결성,� 매뉴
얼의 완성도,�훈련의 효과성,�재난사고 대응 업무의 환류 및 연속성 확보가

있음

‐ 점검 목표는 1차적인 초동대응,�재난수습부서 임무,�공통지원업무의 순으로
구성하고 핵심과 선택 점검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함

[그림 3]�시나리오의 점검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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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고 시나리오를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이해도를 높이도록 함
‐ 시나리오 상황과 대응 임무를 시간과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열
하면 대응에 대한 시간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 발생 이후 피해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시간 개념이 포함된 대응 임무를 이해
하는 것은 훈련의 효과에서 상당히 중요함.�효율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한상황 설정을 타임라인에 적용

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발생,�상황인지,�신고,�초동대응,�지원협력의 순서로 타임라인을 설정할 필요
가�있음.�초기대응의 타임라인은 정확한 시간보다 황금시간을 중심으로 초

기대응 관계자의 임무를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임

[그림 4]�타임라인별 시나리오 구성:�건물 붕괴 예시

개발 방향:�재난사고 학습시스템·초동대응 매뉴얼 개발 등 4가지

◦ 재난사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학습시스템이 개발돼야 함
‐ 대응 주체별로 재난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을 실습할 수 있도
록 시나리오 기반의 재난사고 학습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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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용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재난사고 시나리오와 행동요령의 연계를 강화하여 이해하기 쉽고,�활용하기
쉽도록 행동요령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도식화하도록 함

◦ 재난사고를 바탕으로 초동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함
‐ 재난사고를 가장 먼저 접할 가능성이 높은 시민 및 현장관리자를 위하여 초
동대응 매뉴얼을 보급해야 함.�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난사고 시나리오와

연계하여 초기대응 절차와 상황판단 시점 및 내용이 검토되어야 함

◦ 앞으로 예방 및 복구 단계의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추가 개발도 추진해야 함
‐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재난사고 시나리오 개발은 현재 전무한 실정임
‐ 예방 및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훈련
할 필요가 있음.�예방 시나리오 상황은 재난사고 발생 자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복구 시나리오 상황은 피해의 장기화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음

운용 방향:�재난 유형별 현장 행동매뉴얼 개선지침 수립 등 4가지

◦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현장대응성 개선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
‐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현장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별로 수
습부서에서 황금시간 목표제를 반영하도록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

‐ 지침에는 재난 유형별 매뉴얼을 수정․갱신할 경우에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구
성요소를 중심으로 초동대응의 임무 점검을 위한 목표 역량을 정의하고 현

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반영하도록 명시함

◦ 재난 유형별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현장대응성 개선지침을 적용함
‐ 초동대응 시간의 개념에 대응의 한계시간인 황금시간을 적용하여 4가지 유
형으로 재난을 구분하고 순차적으로 재난사고 시나리오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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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재난군 유형 재난 수(55개) 주요 재난

1
인명구조와 시민 초동조치가

모두 중요한 재난
10 풍수해,�지하철 화재,�대형화재 등

2 인명구조가 중요한 재난 8 붕괴,�위험물질 유출,�정전 등

3
행정수습과 시민 초동조치가

중요한 재난
11 지진,�산사태,�감염병,�폭염,�기상 재난 등

4 행정수습이 중요한 재난 26 대테러,�환경오염,�시설 마비,�파업 등

[표 2]�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방향

◦ 재난사고 발생 상황과 대응절차를 체계화한 이벤트 메시지를 활용함
‐ 이벤트 메시지는 피해상황과 초동대응의 순차적 절차에 따라 도식화하여 제시
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역과 재난의 특성에 기초하여 현실감을 부여하도록 함

‐ 대형 건축물과 대도시 특성을 반영한 피해 전개 양상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그림 5]�대도시의 대형 건축물의 피해 전개양상 예시

◦ 재난사고 시나리오 업그레이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함
‐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현실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도록 함.�이는 재난 특성,�지역적 위험도,�발생 추이,�대응력 및 동원

자원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사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목적에 맞추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의 정의,�형태,�출처 등을 관리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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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서울시 재난사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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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연구의개요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재난사고의 예측불가능성,�복잡성 및 가변성에 대처하기 위해 시나리오가 필요함
‐ 재난사고는 예상을 넘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발생 과정에 대
응절차를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기도 어려움.� 정형화된 형태의 대응은 의외의

피해를 야기하기도 함

‐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상의 상황에서 대응의 흐름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이 경우에 시나리오를 운용하는 것이 유용함

◦ 현재 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는 활용성이 미흡한 실정임
‐ 현재 서울시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난사고 시나리오는 재난 및 지역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며 대응 활동 연계성도 부족한 실정임

‐ 재난 및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상황을 구성하고 연계하여 대응
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다면 초기대응 역량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재난사고 사례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타임라인에 따라 변
동되는 재난사고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선진국의 재난사고 시나리오 운용 사례를 요약하면,�광범위한 사례 수집과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렇게 개발된 재난사고 시나리오는 계획․정책,�자원 배분,�교육․훈련 등 재
난피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

◦ 이연구에서는서울시재난사고시나리오의현황을살펴보고선진사례를반영하여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구성요소와 운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구성요소와 운용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근거 데
이터와 현장대응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재난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

고 대응활동과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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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 기본적으로 현황분석,�사례분석,�자료 활용성 검토 및 구성요소및 운용방안제
시 등의 4개 연구내용 부문별로 연구를 진행하였음.�주요 연구 방법으로 사례 검

토,�업무,�현황 및 자료 조사,�담당자,�전문가 및 연구진 회의 등을 실시함

��

연구내용 연구방법

서울시 운용 사례 및
현황 분석

운용 사례 -�업무 및 현황 조사

개선사항 분석 -�현황의 조사,�유형화 및 비교 분석

작성 고려사항 도출 -�담당자 조사,�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회의

전반적인 시나리오
연구/개발/운용

사례 분석

국내외 운용 사례 -�운용 사례 및 선행연구 검토

역량설정 및 교육훈련 -�운용 사례 및 선행연구 검토

시사점 도출 -�담당자 조사,�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회의

현장대응자료의
활용성 검토

상황특성 자료 -�자료의 조사,�유형화 및 비교 분석

대응절차 자료 -�자료의 조사,�개념 정립 및 활용용도 체계화

개선사항 -�담당자 조사,�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회의

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구성요소
및 운용방안 제시

구성요소 도출 및 정의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회의

운용방안 -�연구진 기획 및 전문가 자문

결론 및 정책방향 -�연구진 종합 및 제안,�담당자 의견수렴,�전문가 자문

[표 1-1]�연구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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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서울시재난사고시나리오의운용현황

1_재난사고 시나리오 운용의 근거

◦ 현재 재난사고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개념 정의부터 필요함
‐ 재난사고 시나리오 개발에 관련된 근거로는 계획,�가이드라인,�지침 등이 있
으나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은 정립되어 있지 않음

◦ 현행 근거에서는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 정도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훈련을 위해서 재난 유형별로 다양한 상황과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현실감
이 있는 시나리오가 개발되어야 함

‐ 현행화된 방재자원과 배분계획이 적용된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훈련과 교육

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함

‐ 시나리오는 현실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상황 범위가 검토되어야 하고,�그 안
에서 심각한 규모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구분 출처 시나리오 언급 내용

제1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2017~2021

국민안전처
(2016)�

-�현장중심의 초기대응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방훈련 시나리오 개발
-�시나리오를 활용한 훈련을 실시하여 자위소방대 역량 강화 필요
-�유관기관별 대응기능 정립을 위한 시나리오에 따른 합동훈련 실시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서울시
(2014)

-�재난 유형 및 시나리오별 방재자원 배분계획 수립
-�지진:�지진 위험도 평가,�지진방재계획,�대응시나리오 마련

서울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서울시
(2015)

-�서울시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에 대비 필요
-�대응 점검을 위해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훈련 필요

서울특별시
위기관리 기본지침

�서울시
(2012)

-�개연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평가지침

국민안전처
(2006)�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기관 및 단체의 복합재난 대응능력 및 연계 강화
-�시나리오 작성 시 2가지 이상의 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2차

피해로 확산되는 상황까지 가상하여 실제 재난상황과 유사하게 하도록 함

[표 2-1]�계획/가이드라인/지침에 언급된 재난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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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매뉴얼상의 재난사고 시나리오

◦ 서울시에서는재난사고유형별로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재난사고시나리오를활
용함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55가지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사고 시나리오가 포함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운영

하고 있음

[그림 2-1]�현장조치 행동매뉴얼상의 시나리오 도출 과정

◦ 재난사고 유형별로 2∼3개의 시나리오가 수록되어 있으나 활용성이 미흡함
‐ 서울시의 55가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중에서 낙뢰,�정전사고,�
해외재난을 제외한 총 52가지의 재난 유형에 시나리오가 기술되어 운용되고

있음.�여기에 다양한 상황 가정을 바탕으로 총 133개의 시나리오가 서술되

어 있으며,�1가지 재난 유형에 평균 2.6개의 시나리오가 존재함

‐ 상황과 절차가 정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채 용어도 혼재되어 구축되어 있으
며 이로 인해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활용성이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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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시나리오
유무

개수 시나리오 상황 요약
55가지 재난 유형 참고 연도

가뭄 2014 ○ 1 -�가뭄 발생
급경사지 2014 ○ 1 -�산사태 발생
낙뢰 2014 X 0
산사태 2014 ○ 1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지진 2014 ○ 1 -�6.0�지진 발생으로 인한 건물 붕괴
폭염 2014 ○ 1 -�39도의 고온 지속,�단수 및 정전 발생
설해 2014 ○ 3 -�대설 /�돌발강설 /�폭설 발생
풍수해 2013 ○ 3 -�호우 /�태풍 /�홍수 발생
대한파 2014 ○ 1 -�한파특보 지속.�상수도 및 가스관 동파
황사 2014 ○ 4 -�황사주의보 /�경보 /�24시간 지속 /�재난사태

대형 건축물 붕괴 2014 ○ 2 -�화재 폭발로 인한 붕괴 /�노후화로 인한 붕괴
공동구사고 2014 ○ 3 -�화재 /�파손 /�침수

공연ㆍ행사장 안전사고 2014 ○ 3 -�압사 /�시설물 붕괴 /�화재
도로 공사장 붕괴 2014 ○ 5 -�붕괴 /�추락 /�낙하 /�전도 /�파손
도로터널 사고 2014 ○ 1 -�차량 추돌로 인한 화재
병원시설 대형사고 2014 ○ 4 -�화재 /�폭발·붕괴 /�단절 /�위험물질

산불 2014 ○ 1 -�산불
상수도 누수 2014 ○ 1 -�대형 상수도 누수

상수도공사장 붕괴 2014 ○ 1 -�공사장 구조물 붕괴
아파트 공사장 붕괴 2013 ○ 1 -�공사장 가시설 붕괴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2013 ○ 1 -�이동 탱크로리 전복으로 인한 유출
주요 15개 재난대응 2013 ○ 6 -�붕괴 /�호우 /�화재 /�가스누출 /�폭발 /�유출

정전사고 2014 X 0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2013 ○ 4 -�지진 /�침수 /�가스누출 /�대형화재
지하철 대형사고 2014 ○ 3 -�탈선 /�충돌 /�화재
지하철 공사장 붕괴 2013 ○ 1 -�지하철 공사장 흙막이 붕괴

대형화재 2013 ○ 3 -�주상복합 /�지하 다중밀집 /�고층 다중밀집
한강교량 대형사고 2013 ○ 1 -�한강 ○○대교 붕괴
한강수난사고 2013 ○ 5 -�유류 유출 /�표류 /�화재 /�충돌 /�조류
수질오염사고 2014 ○ 3 -�유류 유출 /�화학물질 유출 /�관련시설 붕괴
가축질병 2014 ○ 2 -�기존 가축질병 /�신종 가축질병 발생
감염병 2014 ○ 2 -�해외 감염병 유입 /�국내 신종 감염병 확산
버스 파업 2014 ○ 1 -�버스 파업
지하철 파업 2013 ○ 2 -�지하철 단독 파업 /�버스 동시 파업
택시 파업 2014 ○ 1 -�택시 파업

농수산물 유통 마비 2014 ○ 5 -�수급차질 /�가격급등 /�시설․도로 파손 /�질병
댐 붕괴 2014 ○ 1 -�댐 붕괴로 인한 한강 홍수
대테러 2014 ○ 5 -�폭발물 /�가스 /�백색가루 /�방사능 /�항공기

물 재생센터 마비 2013 ○ 4 -�외부충격 마비 /�폭발 /�파업 /�악성폐수 유입
보건의료 마비 2013 ○ 1 -�보건의료 파업

[표 2-2]�현장조치 행동매뉴얼상의 시나리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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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시나리오
유무

개수 시나리오 상황 요약
55가지 재난 유형 참고 연도

산업시설 생산 마비 2014 ○ 5 -�파업 /�운송거부 /�유출 /�정전 /�침수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2014 ○ 3 -�파업 /�폭우 /�폭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마비 2014 ○ 4 -�파업 /�기업부도 /�자연재해 /�반입불가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 2014 ○ 2 -�유통 마비 /�사재기

시청사 마비 2014 ○ 3 -�폭발과 화재 /�테러 /�강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마비 2014 ○ 3 -�화재 /�집단행동 /�지진

식용수 공급사고 2013 ○ 6 -�가뭄 /�수질악화 /�파괴 /�파업 /�테러 /�단전
가스분야 마비 2014 ○ 3 -�수입차질 /�파업 /�재난
원유수급분야 마비 2014 ○ 1 -�정제시설 정전으로 인한 공급차질
전력 마비 2013 ○ 3 -�이상고온 /�재난 /�고장
방사능 재난 2014 ○ 1 -�원자력 시설 사고로 인한 방사능 방출

육상화물 운송 마비 2013 ○ 1 -�파업
정보서비스 마비 2014 ○ 4 -�정전 /�화재 /�테러 /�지진
정보통신분야 마비 2014 ○ 5 -�낙뢰 /�테러 /�고장 /�화재 /�풍수해

해외재난 2014 X 0

3_훈련에 활용되는 재난사고 시나리오

1)�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범정부적으로 시
행하는 훈련임

‐ 국가,�시,�자치구 차원에서 공동 및 자체적으로 유관기관 및 시민들과 함께
훈련을 실시하며,� 2016년은 총 489개 기관(중앙 26개,�지자체 245개,�공공

기관 218개 등)이 참여하였음

◦ 2016년 훈련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서울시 본청은 아래
와같이 4개훈련에공동주관으로통합훈련에참여하였음.�자치구자체훈련은 21

회 실시함

‐ 첫 번째 훈련은 대형화재 유형으로 국민안전처,�서울시,�송파구가 주관하여
잠실역과 제2롯데월드,� 지하철에 동시방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현장훈련

(FTX)2)을 실시함

‐ 두 번째 훈련은 풍수해 유형으로 서울시와 금천구가 주관하여 침수취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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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풍피해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현장훈련을 실시함

‐ 세 번째 훈련은 도로터널사고 유형으로 서울시와 용산구가 주관하여 승용차
와 버스가 정면출동해 폭발한 상황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현장훈련을 실시함

‐ 마지막은 대테러 유형으로 서울시와 강남구가 주관하여 코엑스 빌딩에서 테
러로 인한 연쇄 재난이 발생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현장훈련을 실시함

일자 훈련 구분 재난 유형 서울시 주관기관 자치구 훈련 유형

5.16 국가 지정 대형화재 상황대응과 송파구 매뉴얼+지휘부+현장

5.16 시-구 통합 풍수해 하천관리과 금천구 매뉴얼+지휘부+현장

5.18 시-구 통합 도로터널사고 도로시설과 용산구 매뉴얼+지휘부+현장

5.20 시-구 통합 대테러 재난대응과 강남구 매뉴얼+지휘부+현장

출처:�금천구,�용산구,�송파구,�강남구(2016),�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계획

[표 2-3]�서울시 2016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 발생 상황의 서술은 우수하나 공통 기능 표준성이 미흡하고 누락된 단계가 있음
‐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국가지정 훈련에서 활용된 시나리오를 구
하여 검토함.�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상황을 상정하였으며,�해당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국가지정 훈련 시나리오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
의 재난상황을 가정하는 훈련 시나리오임.� 이는 현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따른 재난 발생과 연쇄사건 상황 가정이 잘 서술되어 있음

‐ 그러나 서울시 재난대응 표준행동절차의 13개 핵심기능3)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지는 않음.�모든 상황을 점검해야 할 대규모 훈련이

라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훈련 시나리오를 보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재난 유형별 특성에 따라 조건이 다르긴 하나 현장 훈련 시나리오의 한계로
2)�FTX(Field�Training�Exercise,�현장훈련)

3)�서울시,�정부,�유관기관,�시민 등 주체가 재난 대응 시 공통적이고 필수적으로 협업을 하기 위한 업무로,�13개 핵심기능과
35개 단위직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부록 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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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 및 파급효과 검토와 복구 및 회복에 대한 시

나리오 서술이 미흡함

구분 초동대응
시간전개 ○○월 ○○일 14:10~14:14 ○○월 ○○일 14:15~14:19

상황
-�유증기 폭발(추정)에 의하여 화재 확산,�화염 분출
� ․ 상층부로 연소가 확대되고,�열기와 화염으로 인하

여 외부 유리창 파손 시작

-�급격히 상층부로 확대.�8~10층에서 화염 분출
-�7층~10층 사이의 입주자(직원 등)�고립
-�11층 이상의 상층부 입주자 옥상 대피

피해
-�의식불명자 25명 확인(공사 인부와 입주자)

-�부상자:�68명(중상 11명,�경상 57명)의 화상 및 연기
흡입 발생

-�의식불명자 23명 추가확인

-�부상자:�53명(중상 8명,�경상 45명)

-�작업 중이던 대원 6명 부상

대응

-�대응 3단계 발령(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전면가동)
� ․ 소방재난본부장 현장지휘

-�대응 2단계 발령.�소방력 현장 도착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 ․ 인명수색 및 화재진압 구분,�출동대별 임무 부여

-�옥상으로 대피 요구조자 긴급구조를 위한 헬기 추가
지원 요청

-�(종합방재센터)�대응 3단계에 따른 추가 소방력 출동
지령

-�(안전총괄과)�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부서 비상소집
� ․ 필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비상연락 실시

-�대응 3단계 발령.�지원 소방력 현장 도착 및 임무
부여

-�옥상 요구조자 소방헬기 인명구조 시작

-�인명피해 및 현장상황 종합방재센터 수시 보고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1차 현장 상황판단회의 개최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1차 언론브리핑 실시

-�(서울종합방재센터)�현장 상황분석 및 (1차)�재난상
황 보고

� ․ 서울시,�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국민안전처 등

-�(안전총괄과)�SNS�활용 집단대응체제 유지 지속
� ․ 실시간 현장상황 공유.�현장방문 요청

-�(도시안전본부장)�서울안전자문단 긴급 소집

출처:�서울특별시(2015),�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통합시나리오

[표 2-4]�서울시 2015�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다중이용시설 화재 통합시나리오(일부 요약)

2)�기타 훈련현황

◦ 서울시에서현재수행하고있는재난관련훈련은안전한국훈련이외에도 (1)�긴급
구조 종합훈련,�(2)�재난수습 종합훈련,�(3)�재난수습부서별 자체훈련이 있음

(1)�긴급구조 종합훈련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현장대응 1차 수습 훈련임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서 관내 소방기관,� 서울시 대
응 부서,�유관기관 그리고 시민과 협업 훈련을 실시함.�여기서 주로 대형화

재와 대테러 시나리오를 활용함

◦ 이는 초동대응 위주의 훈련이므로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관내 소방기관의 초동 및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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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의 상황 시나리오를 중점으로 훈련함.�따라서 복구 및 회복에 대한 시

나리오 서술이 미흡함

(2)�재난수습 종합훈련

◦ 서울시 재난 대응 및 복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수습 훈련임
‐ 서울시 안전총괄본부를 중심으로 서울시 대응 부서와 함께 협업하여 대규모
연쇄 재난상황 시나리오를 가정해 도상훈련을 실시함

‐ 재난수습 종합훈련은 재난발생 후 일련의 과정,�즉 대응에서 복구까지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함.� 주로 대규모의 재난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또는 연쇄 재난 및 피해상황을 주제로 SNS�훈련4)을 진행함

‐ 따라서 초동 및 긴급대응에 중점을 두는 긴급구조 종합훈련보다 좀 더 시
간적으로 긴 관점에서 다양한 상황 시나리오가 서술되어 있음

◦ 재난수습종합훈련에활용한시나리오의특징은재난유형의편중과현실성부족임
‐ 서울시 13개 재난대응 핵심기능의 대비역량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음

‐ 하지만 서울시에서 실제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지,� 발생한다면 어디에서

발생할 것인지,�서술된 지진 세기로 시나리오와 같은 연쇄재난 및 피해상황

이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검토되어 있지 않음

‐ 주된 훈련 재난 유형이 자연재난에 한정되어 있음.�또한 SNS으로 시나리오
가�주어짐에 따라 현장감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음

4)�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상황 가정하에서 SNS(Social�Network�Service)를 통한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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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상세 내용:�동시다발,�연쇄 재난 및 피해상황
-�2016.04.05.�화요일 14시경 -�서울시에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신고 및 민원이 폭주.�업무가 마비

-�현재 인명피해는 30여 명,�대부분 타박상.�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은 구로구,�영등포
구,�동대문구,�중구,�성동구,�강남구

-�해당 지역으로부터 인근 소방서 및 거점 병원은 모두 5km�반경 안에 위치해 있지만,�
지진이 진행되고 있어 초동대응이 어려움

-�서울 규모 5.9�지진 발생으로 인한
서울시 본청 및 안전통합상황실 혼란

-�2016.04.05.�화요일 16시 40분경 -�송파구청 앞 올림픽도로에서 지름 3m,�깊이 7m의 도로 함몰

-�사고로 인하여 버스가 추락하였고,�운전 중이던 30대 남성 포함 4명이 사망,�8명이
매몰되어 타박이나 골절 등 부상

-�지진과 도로 함몰로 사고 주변도로가 마비되어 구조,�구급인력의 신속한 투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지진 발생으로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도로 함몰 발생

-�2016.04.05.�화요일 18시 20분경 -�여진으로 인해 신도림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 지하 2층 푸드코트 주방의 가스배관
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대형 폭발이 발생.�화재는 지하 1층까지 급속도로 확산

-�생필품 구입을 위해 지하 2층에서 백화점을 이용하고 있던 고객들과 직원들 중
총 60여 명의 사망자와 2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

-�시민들의 무질서한 대피로 현장 통제가 어려우며,�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여진으로 구로구 신도림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 지하 2층 주방에서 가스
누출로 대형 폭발사고 발생

-�사망자 60여 명,�부상자 250여 명 발생

-�2016.04.05.�화요일 18시 30분경 -�강한 여진과 화재 확산으로 인해 백화점 건물의 일부분이 붕괴되기 시작.�디큐브시
티 아파트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지진의 영향으로 경인로 및 세말로에서 12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소방인력의
도착 지연

-�무질서한 대피자들로 인해 어린이와 노약자의 압사와,�유독가스 확산에 의한 질식사
등 인명피해가 추가 발생

-�대형 화재로 확산 건물 내에 진동이
크게 발생,�백화점 건물 일부분 붕괴
시작

-�급히 대피하는 시민들에 의해 어린이,�
노약자 압사 등 추가 인명피해 발생

-�2016.04.05.�화요일 18시 30분경 -�신도림 디큐브시티의 화재로 인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지하철 역사와 디큐브시티
아파트동으로 번지기 시작,�특히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의 화재가 아파트동으로
확산되기 시작

-�현재 대피가 필요한 아파트동의 주민은 대략 620여 명이며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필요

-�사망자는 30여 명이며,�부상자는 90여 명으로 집계

-�신도림 역사,�디큐브시티 아파트동으
로 화재 및 유독가스 확산

-�주민 620여 명의 대피 필요

-�2016.04.05.�화요일 18시 30분경 -�연기와 유독가스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이 도로로 무질서하게 대피하는 상황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린아이와 아이의 어머니가 넘어져 사망하고,�계단에
서 미끄러져 30여 명이 부상

-�도로는 대피시민에 점령되어 차량의 이동이 힘든 상태,�소방인력의 도착 지연

-�대피하는 인원에 비하여 통제관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사고현장 통제선이
붕괴된 상황

-�지하철,�버스 등에서 나오는 시민들
에 의해 신도림 부근 교통마비

-�통제선 붕괴

-�2016.04.05.�화요일 20시 5분경 -�여진과 화재가 확산되어 디큐브시티가 추가 붕괴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구급대원 40여 명,�밑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구급대원
100여 명과 구급차 3대가 매몰

-�지하에 매설된 통신케이블이 파손되어 일대 통신 두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통제 부족으로 임무 지시 및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으로
구조 구급에 투입하지 못함

-�총 60여 명이 사망하고,�80여 명이 중상

-�여진과 화재로 신도림 디큐브시티 추
가�붕괴

-�구조 및 구급대원 140여 명 매몰

-�일대 통신 두절

-�2016.04.05.�화요일 22시 10분경 -�사고현장 통제선 복구가 어려워 현장통제와 교통통제가 원활하지 않음

-�중장비 보유업체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매몰자 수색이 지연

-�디큐브시티 백화점 추가 붕괴 후,�주민들이 모두 대피시설로 대피하였으나,�현재
적정 수용인원 초과로 기본적 생활 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이재민의 수는 총 900여 명이 발생하였으며 디큐브시티 아파트 주민들과 백화점에
서 대피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고현장 주변 교통 통제가 어려워
매몰자 수색 위한 중장비 지연

-�이재민 900여 명 발생

-�대피인원 수용인원 초과로 대피시설
내 자원부족,�부상자 구호 어려움

[표 2-5]�서울시 재난수습 종합훈련 시나리오:�지진,�건물붕괴·도로함몰·대형화재 시나리오(일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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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상세 내용:�동시다발,�연쇄 재난 및 피해상황
-�2016.04.05.�화요일 22시 40분경 -�사상자 구조는 원활하나 후송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고 현장 인근병원(약 20분 거리)들은 이미 수용인원을 초과한 상태이며,�사상자가
어느 병원에 이송되었는지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않음

-�SNS에 허위 과장된 루머가 확산되고 있으며,�국민들의 비난이 빗발

-�사상자 후송조치 통제의 어려움

-�SNS에 유언비어 난무

-�2016.04.05.�화요일 23시 20분경 -�대피시설에 적정 기준 인원보다 많은 이재민을 수용함에 따라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등 자원 부족문제와 위생환경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대피시설 A에서 대피 중인 이재민 200여 명이 복통을 호소하며,�오한·발열 등의
증세를 보임

-�이재민 대피시설 및 자원 부족

출처:�서울특별시(2015),�재난수습 종합 훈련실시 계획

(3)�재난수습부서별 자체훈련

◦ 재난 유형별 재난 수습 주무부서의 재난 발생 상황 가정 도상훈련임
‐ 서울시에는 55개의 재난사고 수습부서별로 담당이 정해져 있음.� 이들을 중
심으로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훈련,�추석,�설날 등의 국가 지정 휴

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도상훈련을 진행함

‐ 재난사고 수습부서별 자체훈련에서 하는 여름철 대비는 태풍 또는 집중호우
등의 풍수해대비 훈련임.� 주로 상습취약지역의 피해상황,� 산사태 피해상황

등의 주제로 SNS�훈련을 진행함

◦ 재난수습부서별 자체훈련에 활용된 시나리오의 특징은 획일성과 유형의 편중임
‐ 시간대별 기상 현황에 따라 재난상황을 작성하였으며 주무 수습부서 팀장이
상황 시나리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됨

‐ 사고 발생장소가 대부분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있어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대
응하는 담당자의 세부적인 업무를 도출할 수 있음.�하지만 유사 상황 시나

리오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 주된 훈련 재난 유형이 자연재난에 한정됨.�또한,�SNS로 시나리오가 주어짐
에 따라 현장감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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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응내용
기상 및 일반현황 발신자 메시지

6.18(목)�15:00

하천
관리과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외발산동 지하차도 일대,�화곡역 일대 침수
시작

-�안양천(양평교~염창교)�범람 위험

-�상가(8세대)�및 주택 등(15세대)이 침수됨.�이재민 45명 발생

-�물 먹은 가로수(메타세쿼이아,�H=15m)�전도로 차량 파손 및 운전
자 부상

-�집중호우(서울 90~100㎜/hr)

-�호우경보 계속(예상 강수량 200~350㎜/
일 이상)

6.18(목)�16:00

하천
관리과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외발산동 지하차도 일대,�화곡역 일대 침수

-�봉제산 등마 초등학교 인근 산사태 발생[학교 옹벽(H=3.5m,�
L=12m)�

-�화곡역 1번 출구 앞 도로함몰 발생(2.0m×1.5m)

-�집중호우(서울 50~80㎜/hr)(1시간 누적
강수량 최대 110㎜)

-�호우경보 계속(예상 강수량 100~150㎜/
일 이상)

-�안양천 경계수위 도달

6.18(목)�17:00

하천
관리과

-�안양천(양평교~염창교)�범람 발생

-�집중호우에 따라 염창동 일대 한전주 전도로 인한 인근 35세대
정전발생

-�가양 9단지 사거리 앞 도로침수로 행인 1명(70대 노약자 추정)이
물에 잠겨있는 보도 블럭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

-�가양역 8번 출구 앞 도로함몰 발생(1.0m×1.5m)

-�호우경보 계속(예상 강수량 12시간
50~80㎜)

-�안양천 범람시작.�제방 일부 훼손

출처:�서울시 내부 자료

[표 2-6]�서울시 여름철 대비 자체훈련:�풍수해 시나리오(일부 요약)

4_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 평가

1)�분석 틀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재난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틀을 작성함
‐ 서울시 55가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상의 재난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평가를 실시함

‐ 평가를 위하여 시나리오 선행 연구와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부록 1]�참조)을 반영하여 평가 분석 틀을 수립함

◦ 시나리오 분석 틀은 공통 및 유형별 검토사항으로 구분하고 그 예시를 제시함
‐ 시나리오 분석 틀은 재난사고 시나리오 평가 또는 향후 시나리오 작성 시에
적용해야 할 주요 사항임.�요소별로 총 20가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상

세내용과 예시 사항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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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분석 틀은 시나리오 배경 및 공통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과 재
난 유형별로 다루어야 할 시나리오 내용상의 검토사항으로 구분됨

‐ 체크리스트별 상세내용과 예시를 제시하여 분석 및 평가 방법의 이해도를

높임

분류 요소 체크리스트(내용)

시나리오
배경 및

공통
검토사항

재난 유형별 특성 1
-�해당 재난 유형별 특성과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과학·기술적 근거가�

검토되었는가?

황금시간 검토 2 -�해당 재난 유형의 고유한 황금시간이 검토되었는가?

서울시 재난대응
표준행동절차와 연동

3 -�표준행동절차 대응체계 및 프로세스에 연계되어 작성되었는가?

해당 재난 유형의
트렌드

4 -�해당 재난 유형과 연계된 서울시 추세와 트렌드가 반영되었는가?

재난
유형별

시나리오
내용

검토사항

시나리오 개요

5 -�발생시각과 날씨가 서술되어 있는가?

6 -�피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서술되어 있는가?

7 -�장소 및 영향지역이 명시되어 있는가?

8 -�주요 물리적 피해(사회기반시설 등)가�명시되어 있는가?

9 -�주요 경제적 영향이 명시되어 있는가?

10 -�복구 및 회복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타임라인에
따른 상세
시나리오

상황
시나
리오

11 -�2차적 위험 요인,�연쇄 사건/재난이 발생했는가?�

12 -�사망자/부상자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가?

13 -�재산피해가 서술되어 있는가?

14
-�라이프라인 서비스 중단(전기,�수도,�가스,�교통 등)�내용이 서술되

어 있는가?

15 -�장기간의 건강/보건 영향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가?

대응
시나
리오

16 -�상황대응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가?

17 -�피해자(사상자 및 이재민)�관리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가?

18 -�복구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가?

19 -�피난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가?

20 -�회복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가?

[표 2-7]�시나리오 분석의 기본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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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내용) 상세내용 및 예시

1

-�정확한 과학적 내용과 과거 실제 사례 등에 근거하여 시나리오 작성.�예를 들어
독가스 테러는 해당 화학물질의 특성,�오염 경로,�확산 속도,�치사량 등 검토
후 시나리오에 적용

-�해당 재난 유형에 따라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 유형 검토

2

-�황금시간은 재난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인명,�재산 및 도시기능의 피해가
증폭되기 시작하는 시간

-�예를 들어 화재는 본격적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플래시오버 시간인 5분을 기준으
로 함(유형별 시간은 황금시간 목표제 연구 참고)

3
-�서울시 재난대응 표준행동절차의 대응체계 및 프로세스와 시나리오의 연계성을

검토

4
-�해당 재난 유형과 연계된 서울시 및 그 외 트렌드(기초 발생현황 통계,�주요

사건 개요 등)
-�해당 재난 유형의 사회적 이슈,�관련 기술 등 검토

5�~�10 -�전체 시나리오 내용 요약과 함께 주요 제약사항을 제시

11�~�15

-�재난 유형별 특성이 고려된 타임라인을 적용.�예를 들어 풍수해 또는 지진은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고 누적되지만,�테러는 단기간에 피해
가�증폭됨(회복기간 제외)

-�재난에 초점을 맞춰 재난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영향 요인(재난 발생,�확산요
인,�황금시간,�복구기간 등)�제시

16�~�20
-�상황 시나리오와 연동
-�서울시 대응에 초점을 맞춰 발생할 수 있는 영향 요인(확산요인 등)�->�표준행동

절차(체계와 임무)와 연계

[표 2-8]�체크리스트 상세내용 및 예시

◦ 서울시 55가지 재난유형별재난사고시나리오분석·평가를용이하게하기위해서
는 대응 특성에 따라서 재난 유형별 구분5)이 필요함

‐ 서울시의 재난사고 유형은 현장대응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인명구조 및 행정수습의 비중과 시민 초동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구분한 4단

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5)�황금시간 목표제 검증 및 평가를 위한 학술용역(서울시,�2016)’에서 서울시 55가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상의
재난을 인명구조,�시민 초동조치,�행정수습을 기준으로 4가지 단계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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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황금시간 목표제 연구에서 재난 유형의 구분

단계 구분 총 55가지 재난 유형

1

인명구조와
시민

초동조치
모두가

중요한 재난

10

풍수해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도로터널
사고

병원시설
대형사고

주요 15개
재난대응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지하철 화재 대형화재

한강교량 대형사고 한강수난사고 - -

2
인명구조가
중요한 재난

8

대형 건축물 붕괴
도로

공사장 붕괴
상수도

공사장 붕괴
아파트

공사장 붕괴

지하철
공사장 붕괴

산불 위험물질 유출 정전 안전사고

3

행정수습과
시민

초동조치가
중요한 재난

11

급경사지 산사태 감염병 가축질병

가뭄 낙뢰 지진 폭염

설해 한파 황사 -

4
행정수습이
중요한 재난

26

공동구사고 상수도 누수 환경(수질)�오염 버스파업

지하철파업 택시파업
농수산물
유통마비

댐 붕괴

대테러 물 재생센터 마비 보건의료 마비
산업시설
생산 마비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

시청사 마비

소각시설 마비 식용수 공급사고 가스 원유수급 마비

전력 마비 원전안전(방사능) 육상화물운송 마비 정보서비스 마비

정보통신 마비 해외재난 - -

[표 2-9]�황금시간 목표제 연구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된 55가지 재난 유형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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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난 유형별 재난사고 시나리오 평가

◦ 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를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함
‐ 서울시 55가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분석
틀인 체크리스트([표 2-7],� [표 2-8])를 활용하여 3가지 척도로 분석 평가함

‐ ‘언급되어 있으며 충분한 설명 =� 2점’,� ‘언급되어 있으나 설명 미흡 =� 1점’,�
‘언급 없음 =� 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함.�해당 체크리스트와 재난 유형과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분석 평가를 통해 현재 서울시 운용되고 있는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개선사
항들을 도출함

(1)�인명구조와 시민 초동조치가 모두 중요한 재난사고 시나리오 평가

◦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개수,�지역특성 반영 및 피해 측면은 양호한 편임
‐ 10가지 매뉴얼 모두 재난사고 시나리오가 있고,� 매뉴얼당 3.3가지이며 총

33가지의 재난사고 시나리오가 있음

‐ 시나리오상에 장소 및 영향지역 명시가 평균 1.9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
게 잘 반영되어 있음

‐ 2번째로 높은 요소는 주요 물리적 피해와 사망자 및 부상자 명시임
‐ 3번째로 높은 요소는 라이프라인 서비스 중단에 대한 내용임
◦ 초동대응의 주요 기준인 황금시간 반영이 없고 기초자료 및 복구 측면은 미흡함

‐ 황금시간 검토가 평균 0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반영되어 있음
‐ 2번째로 낮은 요소는 장기간의 건강 및 보건 영향에 대한 내용임
‐ 3번째로 낮은 요소는 서울시 트렌드 반영,�복구 및 회복 기간의 명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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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인명구조와 시민 초동조치가 모두 중요한 재난의 시나리오 평가 결과 평균값

재난 유형
시나
리오
유무

시나리오 평가요소 20가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풍수해 ○ △ × ○ △ ○ ○ ○ ○ ○ ○ ○ ○ ○ ○ × ○ △ ○ △ △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 × × △ × △ ○ ○ ○ × × △ ○ × ○ - △ △ △ △ -

도로터널 사고 ○ △ × △ × × △ ○ ○ × × ○ × × ○ - △ × × × -

병원시설 대형사고 ○ ○ × △ × △ △ ○ ○ × × ○ ○ × ○ × ○ ○ △ ○ ×

주요 15개 재난대응 ○ × × △ × △ △ △ △ × × × ○ × △ × △ △ △ △ ×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 × × △ × △ △ ○ △ △ × × ○ ○ △ × △ △ △ △ ×

지하철 화재 ○ △ × ○ × △ ○ ○ ○ × × ○ △ × ○ △ ○ ○ ○ ○ ○

대형화재 ○ △ × ○ △ △ ○ ○ ○ × × △ ○ ○ △ × △ △ △ △ ×

한강교량 대형사고 ○ × × △ × △ △ ○ ○ × × ○ ○ × ○ × △ △ △ △ ×

한강수난 사고 ○ ○ × ○ × ○ ○ ○ △ × × ○ ○ × - - ○ ○ ○ ○ ○

평균 0.8� 0.0� 1.4� 0.2� 1.1� 1.5� 1.9� 1.7� 0.3� 0.2� 1.4� 1.7� 0.6� 1.7� 0.1� 1.4� 1.2� 1.2� 1.2� 0.6�

○ :�언급되어 있으며 충분한 설명 (2점) △ :�언급되어 있으나 설명 미흡 (1점)

× :�언급 없음 (0점) — :�해당 재난 유형과 관련이 없음 (평균값으로 넣지 않음)

[표 2-10]�인명구조와 시민 초동조치가 모두 중요한 재난의 시나리오 평가

(2)�인명구조가 중요한 재난의 시나리오 평가

◦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개수는 부족하나 1차 및 2차 피해의 기술은 양호함
‐ 8가지 매뉴얼 중 7가지 재난 유형에 시나리오가 있고,�매뉴얼당 1.7가지이
며 총 12가지 재난사고 시나리오가 있음

‐ 시나리오상에 사망자 및 부상자 명시가 평균 2.0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
게 잘 반영되어 있음

‐ 2번째로 높은 요소는 2차적 위험요인과 연쇄 사건 및 재난 발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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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
시나
리오
유무

시나리오 평가요소 20가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대형 건축물 붕괴 ○ △ × △ × △ △ ○ △ × △ ○ ○ ○ ○ △ △ ○ ○ ○ △

도로공사장 붕괴 ○ △ × △ × △ △ ○ ○ × × ○ ○ × ○ - △ ○ ○ - △

상수도 공사장 붕괴 ○ △ × ○ × △ ○ ○ ○ × × ○ ○ × ○ × ○ ○ ○ ○ △

아파트 공사장 붕괴 ○ × × △ × △ ○ △ ○ × × ○ ○ × ○ × △ △ △ △ ×

지하철 공사장 붕괴 ○ △ × ○ × △ ○ ○ ○ × × ○ ○ × ○ △ ○ ○ ○ △ △

산불 ○ △ × ○ △ △ ○ ○ △ × × ○ ○ × × - ○ △ △ ○ △

위험물질 유출 ○ △ × △ × △ △ △ △ × × △ ○ × × × △ △ △ ○ ×

정전 안전사고 X
평균 0.9� 0.0� 1.4� 0.1� 1.0� 1.6� 1.7� 1.6� 0.0� 0.1� 1.9� 2.0� 0.3� 1.4� 0.4� 1.4� 1.6� 1.6� 1.7� 0.7�

[표 2-11]�인명구조가 중요한 재난의 시나리오 평가

[그림 2-4]�인명구조가 중요한 재난의 시나리오 평가 결과 평균값

‐ 3번째로 높은 요소는 장소 및 피해지역 명시임
◦ 초동대응의 주요 기준인 황금시간 반영이 없고 기초자료 및 복구 측면은 미흡함

‐ 황금시간 검토와 주요 경제적 영향 명시가 평균 0점임
‐ 2번째로 낮은 요소는 서울시 트렌드 반영,�복구 및 회복 기간 명시임
‐ 3번째로 낮은 요소는 재산 피해 명시임

(3)�행정수습과 시민 초동조치가 중요한 재난의 시나리오 평가

◦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개수는 부족하나 피해상황 및 대응절차 기술은 양호함
‐ 11가지 매뉴얼 중 10가지 재난 유형에 시나리오가 있고,�매뉴얼당 1.7가지
이며 총 17가지 재난사고 시나리오가 있음

‐ 시나리오상에 2차적 위험요인과 연쇄 사건 및 재난 발생이 평균 2.0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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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행정수습과 시민 초동조치가 중요한 재난의 시나리오 평가 결과 평균값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잘 반영되어 있음

‐ 2번째로 높은 요소는 표준행동절차 대응체계 및 프로세스에 대한 연계,�명
확히 서술된 피해의 인과관계,�장소 및 영향지역 명시임

‐ 3번째로 높은 요소는 상황대응에 대한 내용임
◦ 초동대응의 주요 기준인 황금시간 반영이 없고 복구 측면은 미흡함

‐ 황금시간 검토가 평균 0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반영되어 있음
‐ 2번째로 낮은 요소는 장기간의 건강 및 보건 영향에 대한 내용임
‐ 3번째로 낮은 요소는 회복에 대한 내용임

재난 유형
시나
리오
유무

시나리오 평가요소 20가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급경사지 ○ △ × ○ △ ○ ○ ○ ○ ○ ○ ○ ○ ○ ○ × ○ × ○ × ×

산사태 ○ △ × ○ △ ○ ○ ○ ○ ○ ○ ○ ○ ○ ○ × ○ × ○ × △

감염병 ○ ○ × ○ △ △ ○ ○ △ × × ○ ○ × × △ △ △ △ △ △

가축질병 ○ ○ × ○ × △ ○ ○ △ × × ○ - × - - ○ - ○ - ○

가뭄 ○ △ × ○ △ ○ △ ○ × × △ ○ × × ○ × ○ × △ - ×

낙뢰 X
지진 ○ △ × △ × × ○ △ ○ × × ○ △ × △ × △ △ △ △ ×

폭염 ○ × × ○ × ○ ○ ○ - × × ○ △ × ○ × ○ ○ △ - ×

설해 ○ △ × ○ × ○ ○ ○ ○ × × ○ × ○ × × ○ × ○ × ×

한파 ○ × × ○ △ ○ ○ ○ ○ × × ○ × × ○ × ○ × ○ × ×

황사 ○ △ × ○ × ○ ○ ○ ○ △ △ ○ ○ × ○ × ○ ○ ○ △ ×

평균 1.0� 0.0� 1.9� 0.5� 1.6� 1.9� 1.9� 1.6� 0.5� 0.6� 2.0� 1.1� 0.6� 1.4� 0.1� 1.8� 0.7� 1.6� 0.4� 0.4�

[표 2-12]�행정수습과 시민 초동조치가 중요한 재난의 시나리오 평가



02�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운용 현황 /�23

재난 유형
시나
리오
유무

시나리오 평가요소 20가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공동구사고 ○ △ × △ × △ ○ ○ ○ × × △ ○ × ○ - △ × ○ △ -

상수도 누수 ○ △ × ○ × △ ○ ○ ○ × × ○ ○ × ○ × ○ ○ ○ ○ △

환경(수질)�오염 ○ × × ○ × ○ △ △ △ × × ○ × × ○ × △ × △ × △

버스 파업 ○ △ △ ○ × × △ △ - × △ △ - × ○ - △ - △ - △

지하철 파업 ○ ○ × ○ △ △ ○ △ × × × ○ - × ○ - ○ - ○ - △

택시 파업 ○ ○ × ○ △ × ○ × × × × ○ - × ○ - ○ - ○ - △

[표 2-13]�행정수습이 중요한 재난의 시나리오 평가

[그림 2-6]�행정수습이 중요한 재난의 시나리오 평가 결과 평균값

(4)�행정수습과 시민 초동조치가 중요한 재난의 시나리오 평가

◦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개수,�피해상황 및 대응절차 기술은 양호함
‐ 26가지 매뉴얼 중 25가지 재난 유형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고,�매뉴얼당 2.9가
지이며�총 72가지 재난사고 시나리오가 있음

‐ 시나리오상에 라이프라인 서비스 중단 내용이 평균 1.6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잘 반영되어 있음

‐ 2번째로 높은 요소는 표준행동절차 대응체계 및 프로세스 연계에 대한 내
용임

‐ 3번째로 높은 요소는 명확히 서술된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임
◦ 초동대응의 주요 기준인 황금시간 반영이 없고 복구 측면은 미흡함

‐ 황금시간 검토가 평균 0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반영되어 있음
‐ 2번째로 낮은 요소는 주요 경제적 영향 명시,�재산피해 서술에 대한 내용임
‐ 3번째로 낮은 요소는 복구 및 회복 기간 명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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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
시나
리오
유무

시나리오 평가요소 20가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농수산물 유통 마비 ○ ○ × ○ △ ○ ○ ○ ○ ○ △ ○ - △ - - ○ - ○ - △

댐 붕괴 ○ ○ × ○ △ ○ ○ ○ ○ ○ △ ○ ○ △ ○ △ ○ ○ ○ ○ △

대테러 ○ △ × △ × △ △ × × × × × △ × × × △ △ △ △ △

물 재생센터 마비 ○ △ × ○ △ △ ○ △ △ × × ○ - × ○ - △ - ○ - ×

보건의료 마비 ○ ○ × ○ ○ △ ○ ○ ○ × △ △ × × △ △ △ × ○ - △

산업시설 생산 마비 ○ △ × ○ △ △ ○ ○ △ × × ○ ○ × ○ × ○ × △ -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 × × △ × △ △ × × × × × - × △ - - - △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 △ × △ ○ △ △ × △ × × × × × × - × × △ - ×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 ○ × × ○ × △ ○ ○ × × × △ - × △ - ○ - △ - ×

시청사 마비 ○ △ × △ × △ ○ ○ ○ × × ○ ○ × ○ × △ △ △ × ×

소각시설 마비 ○ × × △ × △ △ △ △ × × △ △ × ○ × △ × △ × △

식용수 공급사고 ○ ○ × ○ ○ △ ○ △ △ × △ ○ × △ ○ × ○ × ○ × ○

가스 ○ × × △ × △ △ △ × × × × ○ △ ○ × △ × △ × ×

원유수급 마비 ○ × × △ × △ △ △ × × × × - × ○ - △ - △ - ×

전력 마비 ○ × × △ × × △ × × × × × - × ○ - △ - △ - ×

원전안전(방사능) ○ × × ○ × △ △ △ △ × × △ ○ × △ △ ○ ○ ○ ○ ○

육상화물운송 마비 ○ × × ○ △ △ ○ ○ × × × △ - × ○ - ○ - △ - ○

정보서비스 마비 ○ × × ○ × △ ○ △ × × × ○ - × ○ - ○ - ○ - ×

정보통신 마비 ○ △ × ○ × △ ○ ○ ○ × × ○ ○ × ○ - ○ × ○ × △

해외재난 X 　 　 　 　 　 　 　 　 　 　 　 　 　 　 　 　 　 　 　 　

평균 0.8� 0.0� 1.6� 0.5� 1.0� 1.6� 1.2� 0.9� 0.2� 0.2� 1.2� 1.3� 0.2� 1.7� 0.3� 1.5� 0.6� 1.5� 0.7� 0.7�

3)�분석결과 및 시사점

(1)�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상의 재난사고 시나리오 개선사항

◦ 재난상황과대응에대한시나리오양식및서술방식이재난유형별로편차가심함
‐ 55가지 재난 유형에 대한 표준화된 양식이 필요함.�여러 재난 유형에 대응해
야 하는 부서에서 서술방식이 다른 시나리오를 접할 경우,� 이해에 어려움이

따름

◦ 재난상황과 대응 절차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구체성과 표준성도 부족함
‐ 재난상황을 고려한 대응 서술 및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의 매칭이 미
흡하거나 결여되어 있음

‐ 특수한 재난은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미흡하며,�일반적인 대응전략 위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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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행동절차(13개 핵심기능)와 비교 검토가 필요함
◦ 과학성,�지역특성,�현실성 및 초기대응의 관련사항이 부족함

‐ 전반적으로 재난 자체(발생 지역과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
며,�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거나 기술이 거

의 되어 있지 않음

‐ 서울시 특성이 고려된 재난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여기에는 해당 재
난 유형 발생 과거 통계,�트렌드 등이 포함됨

‐ 서울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술함에 따라 현실감이 떨어짐
‐ 황금시간 또는 타임라인이 결여되어 있거나 00일 00시로 표기됨
‐ 지역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OO지역,�OO자치구로 표기됨
◦ 경제적 예상 피해와 장기적인 회복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

‐ 정확하지 않더라도,�재난 피해를 통해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시설 및 피해 당사자의 회복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요구됨

(2)�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구성요소 도출을 위한 자료 분석의 방향

◦ 자료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함
‐ 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 작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재난 유형별 시나리
오와 관련된 근거 자료가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검토되어야 할 근거 자료는 ①�상황특성 자료와 ②�대응절차 자료로 구분할 수
있으며,�이 두 가지 요소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임

‐ 발생 및 취약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황특성의 파악 시에는 단순 통계와 분석
통계 연구결과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대응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지침,�연구결과 자료가 집중적으로 검
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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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분류 2

①�상황특성 자료
(정량적 자료 위주)

②�대응절차 자료
(정성적 자료 위주)

단순 통계
분석 통계
연구결과

계획·지침 연구결과

-�원자료
-�연구
-�보고서 등

-�재난대응 일지
�관련 회의자료
-�관련 계획

-�연구
-�보고서
-�검증된 뉴스기사 등

시나
리오

배경 및
공통
검토
사항

재난 유형별 특성 ○ ◎ ○ ○

황금시간 검토 ○ ◎ ◎ ○

서울시 재난대응
표준행동절차와 연동

○ ○ ◎ ○

해당 재난 유형의
�트렌트

◎ ○ ○ ◎

재난
유형별
시나
리오
내용
검토
사항

시나리오 개요 ◎ ○ ◎ ○

타임라인에�
따른
상세

시나리오

상황
시나리오

○ ○ ◎ ○

대응
시나리오

○ ○ ◎ ○

◎:�특히 강한 검토 필요,��○:�검토 필요

[표 2-14]�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 구성요소 도출을 위한 자료 분석의 방향

5_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 분석

◦ 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 사례 선별과 구성요소 도출근거를 위하여 조사함
‐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담당자 인터뷰와 실제 재난대응 업무에 참여
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담당자 의견조사를 실시함

1)�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담당자 의견

◦ 서울시재난사고 시나리오의 현황에관하여 업무담당자 의견을조사하여분석함
([부록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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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201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련 담당자 30명
을 대상으로 업무현황 및 자료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인터뷰도 진행함

◦ 인터뷰 결과,�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개선사항 유형을 도출함
‐ 재난사고 시나리오와 관련된 주요 의견으로 논리적인 시나리오의 상황 범위
와 타임라인(황금시간)�명확화,�재난 유형별 시나리오 수준의 편차,�재난 매

뉴얼과 훈련에 대한 적용성,�재난대응 계획과 실제 대응 내용을 연계,�서울시�

지역특성 반영,�서울시 지역별 대응 역량 편차가 존재,�시민과 유관기관에 대

한 내용 포함,�여러 가지 가정 상황과 그에 따른 대응 내용을 지적함

[그림 2-7]�업무 담당자 주요 의견 요약

2)�초동대응 담당자 의견

◦ 초동대응의 의미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자 의견조사를 실시함
‐ 현장성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는 초동대응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2017년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담당자 46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질문은 재난사고 대응성 강화를 위한 요인,�초동대응에 관련된 지역적 개선
사항,�시나리오 개발 시 우선 대상 재난 유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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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고 대응성에서는 피해과정과 대응절차 연계 중심의 행동요령을 중시함
‐ 재난사고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과 피해의 과정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구성해 대응절차 연계 중심의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그림 2-8]�재난사고 대응성 강화를 위한 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 현장대응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특성은 고밀도 주거지 중심의 접근성임
‐ 현장대응에 중요한 지역특성으로 접근개선 필요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중요

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역유형으로는 고밀도 주거지역을 뽑았음



02�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운용 현황 /�29

[그림 2-10]�시나리오 개발 우선 대상 재난 유형에 대한 설문결과

[그림 2-9]�초동대응에 관련된 지역적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결과

◦ 시나리오개발우선 재난을 4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조사한결과,�화재,�붕괴,�지
진,�감염병,�시설마비,�대테러등을중요하게생각함([표 2-9]�기준재난유형구분)



03
재난사고�시나리오의�사례

1_해외 운용 사례

2_국내 연구 및 운용 사례

3_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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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재난사고시나리오의사례

◦ 재난사고 시나리오는 가상의 상황을 상정하여 주로 대응의 점검에 활용됨
‐ 시나리오는 미래에 관하여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방향,�상황 및
이벤트를 의미하는데 이는 현재의 여건에서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문제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함([부록 3]�참조)

‐ 일반적으로 시나리오는 미래의 환경변화라는 위험요소에 대비하는 조직의

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식을 도출하는 계획 기법과 연관되어 경제,�경영

및 정책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음([부록 4]�참조)

‐ 재난사고 시나리오는 재난사고 발생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과 대응을 점검하
여 상황판단과 대처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특징이 있음

1_해외 운용 사례

◦ 재난사고시나리오국외운용사례를검토하여재난사고시나리오작성및고도화
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체계,�재난사고 시나리오에 적용해야 할 대응 역량 목
록,�재난사고 시나리오를 활용한 교육훈련 관점에서 시사점을 검토함

1)�재난사고 시나리오의 체계

◦ 재난사고 시나리오체계는교육및 훈련 등에활용하기 위하여갖추어야할항목
과 내용 그리고 서술 방법을 뜻함

(1)�미국의 국가계획시나리오(National�Planning�Scenario,�NPS)�

◦ 미국 FEMA6)에서 미국의 모든 단계의 기관과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한계획,�훈
련 및 투자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한 비상 시나리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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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시나리오는 총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부록 5]�참조),�테러 공격과 자
연재해로 인한 다양한 위험을 망라한 종합적인 시나리오로서 비상 계획의

근거임

‐ 위 시나리오는 연방 계획의 조정,�교육,�훈련,�그리고 기금 투자 등 모든 종
류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

시나리오 제목 순번 및 세부 명칭

Nuclear�Detonation 1.�10-Kiloton� Improvised�Nuclear�Device

Biological�Attack
2.�Aerosol�Anthrax

4.�Plague

Biological�Disease�Outbreak 3.�Pandemic� Influenza

Chemical�Attack
5.�Blister�Agent 7.�Nerve�Agent

6.�Toxic�Industrial�Chemicals 8.�Chlorine�Tank�Explosion

Natural�Disaster
9.�Major�Earthquake

10.�Major�Hurricane

Radiological�Attack 11.�Radiological�Dispersal�Devices

Explosives�Attack 12.�Bombing�Using� Improvised�Explosive�Devices

Biological�Attack
13.�Food�Contamination

14.�Foreign�Animal�Disease� (Foot�and�Mouth�Disease)

Cyber�Attack 15.�Cyber�Attack

[표 3-1]�NPS�시나리오 개요

◦ NPS�대응임무의영역은주요대응역량에대한역할을중심으로 8개로구분하여
명시됨

‐ 예방 및 보호,� 긴급평가 및 진단,� 긴급대응,� 재난 경감,� 시민보호,� 피해자

구호,�조사,�복구 및 재건으로 구분됨

6)�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Emergency�Management�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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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공통 사항 여부

개요
일반적 설명 -�위험에 대한 기본설명 공통

위험 상세설명 -�위험 시나리오의 개황 공통

계획
고려
요소

지정학적 설명 -�지리적 환경의 특성 핵폭발(1)�제외

기상학적 설명 -�기상학적 환경의 특성
화학사고

(5,6,7,8)�해당

사건전개 -�위험 표출에 따른 사건 흐름 공통

임무
영역

예방준비 -�설정 위험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 지진(9)�제외

응급사태 관리
(완충 포함)

-�위험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사전 비축 자원 등의 활용 공통

[표 3-3]�미국 NPS�구성요소

Mission�Area 주요 내용

1.�예방 및 보호 -�재난 발생을 억제하고,�예방하고 보호

2.�긴급평가 및 진단 -�위험요인을 탐지하고,�영향 평가 및 분류

3.�긴급대응 -�재난 대응을 조정하고,�통제하며 지시

4.�재난 경감 -�피해영향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 통제

5.�시민보호 -�대중의 안전을 위해 서비스 제공

6.�피해자 구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서비스 제공

7.�조사 -�재난의 원인을 조사하는 역량,�2차 피해 식별 및 예방

8.�복구 및 재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부분을 회복

[표 3-2]�NPS�대응 임무 및 주요 내용

◦ NPS의 시나리오에는 피해 양상이 약술되고 담당자들은 이를 대응직무 현행화에�
활용함

‐ 사건 발생에서부터 참여 기관의 대응까지 순서별로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아
니라,�배경,�발생원인,�규모 및 피해양상을 주요 시점별로 간략히 서술함

‐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NPS�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응체계와 대응직무를 상
세하고 실질적으로 작성하고 개선함

‐ 총괄사항인 개요 및 계획 고려요소에서 시작하여 대응의 본질적인 부분인

임무 영역을 다루고 추가적인 부분에 관하여 피해상황으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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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공통 사항 여부

임무
영역

대피(회피,�보호시설
포함)

-�관련 위험으로부터 대피,�회피 공통

피해자 보호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와 관리 공통

현장 조사 -�효과적 복구를 위한 현장 조사 및 대응방안,�절차 확인 공통

복구/개선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진행
-�사후 교훈,�개선사항 도출

공통

피해
상황

2차 위험
-�주 위험요소에 의한 2차적 피해
�� (폭발,�화재,�질병 등)

공통

인적 피해상황 -�장기적 건강상 유해효과 포함 공통

물적 피해상황 -�시설,�인프라 등의 물적 피해 공통

서비스 마비 -�기반시설 및 공공 서비스의 기능정지 공통

경제적 효과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 공통

구분 주요 내용

개요

일반적
설명

-�지진 규모,�발생 행정구역,�주요 피해 연장 및 양상

위험상세
설명

-�피해의 주요 원인(단층 파열,�수평운동,�액상화),�구체적인 피해 양상,�과학적
예측 및 징후

계획
고려
요소

지정학적
설명

-�1,000만 명의 대도시와 주변 여섯 카운티,�주요 대도시 주변 단층

기상학적
설명

-�해당 없음

사건전개

-�지진 및 여진 발생
-�피해의 주정부 대비 부족,�정부 대처 역량 범위 초과
-�1,000만 명의 이재민 발생
-�사상자에 대한 주정부의 감당 불가,�의료시설 붕괴
-�항만 1달 폐쇄,�공항 10일 폐쇄 예상
-�대부분 주민은 전력 및 수도 10일간 이용 불가
-�식품,�의약품,�석유는 10일간 전달 불가
-�전화,�라디오,�위성통신 등 통신 일주일 이내 90%�복구
-�상하수도 10일간 기능 중단

[표 3-4]�미국 NPS�9번 지진의 주요 내용

◦ 지진 재난 유형을 대상으로 구성요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된 주요 시나리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부록 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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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임무
영역

예방준비 -�군경의 주요 사회기반시설 보호

응급사태
관리

-�환경보호국과 해안경비대가 유해물질 유출 관리
-�도시수색구조팀이 생존자 수색
-�국가긴급사태대응팀과 국가 및 지역 운영센터가 대응 및 상호 연락
-�공학전문가들은 주요 구조물을,�검사팀은 일반 가구를 안전진단

대피(회피,�
보호시설

포함)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택 계획 논의

피해자
보호

-�적십자사에서 자원봉사자 지원,�응급의료,�쉼터 및 식량 제공
-�군부대 의료 및 보건 TF�가동.�재해의료지원팀은 피해지역으로 파견
-�사체안치소 대응팀은 희생자 식별 및 처리

현장 조사
-�접근곤란 및 통신 불능으로 인하여 재난 평가(원인 및 피해 범위)�곤란
-�공중 정찰을 통하여 주택,�공공건물 및 시설에 대한 피해 확인
-�지질조사국에서 실시간 자료를 토대로 피해 분석.�FEMA�손상평가팀 배치

복구/개선

-�합동정보센터가 시민에게 지침 배포 및 정보 응답
-�복구 정상 진행.�전기 및 통신 복구 진행 중.�사회기반시설 복구에 수년 예상
-�국가긴급사태대응팀과 국가 및 지역 운영센터가 복구 및 상호 연락
-�연방정부는 미래의 후유증 저감 대책 개발

피해
상황

2차 위험
-�대규모 화재 발생.�유류 및 점화원 밀집 지역 피해
-�2,000개소 화재 발생.�물 부족과 도로 붕괴로 인한 접근 곤란

인적
피해상황

-�이재민의 보건학적 문제 발생
-�분뇨 및 오염된 물로 인하여 질병 발생 우려
-�20,000명의 피해자 매몰 예상.�학교에 학생 매몰
-�특수수색구조팀이 붕괴된 구조물에서 인명 구조 중
-�14,000명의 사망자 발생.�100,000명 이상 의료지원 부족
-�병상 부족.�의료시설 운영을 위한 발전기와 연료 부족
-�화재 및 응급의료서비스는 50%가량 기능 손상
-�이재민의 2/3는 쉼터가 필요.�대피시설 안전진단 미비로 사용 곤란
-�다수의 사상자 발생으로 인하여 향후 정신건강 문제 야기 우려

물적
피해상황

-�화재의 확산.�구조구급으로 인한 소방력 부족.�통신 및 접근 곤란
-�유해 물질 오염 제거 복구 곤란.�유해 물질 시설 피해 극심
-�유해 물질 지속적 유출.�석면 오염 진행
-�지반 및 구조물 잔해 추정량 1천 2백만 톤 예상
-�1백만 동 이상의 건물이 40%�이상 손상.�15만 동 이상 완파
-�30만 가구 이상 주택 손상 피해.�8,000가구에 수도 및 전기 공급 곤란
-�도로교통 마비.�철도 및 공항시설 폐쇄
-�연료공급라인 파괴.�대규모 정전 사태
-�물과 전기 공급 마비.�하수 기능 마비
-�정전,�통신시설 피해 및 트래픽 집중으로 통신 제한

서비스
마비

-�상하수도,�교통,�전기,�통신,�연료저장,�사회기반시설 및 대피소 피해

경제적
영향

-�다수의 기업이 근로자와 고객 상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혼란.�사회기반시설과 사유재산 복구에 수십억 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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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 긴급운영계획(Emergency�Operation�Plan,�EOP)의 개발 및 관리 종합대책

가이드(101)�버전 2.0�

◦ 미국 FEMA의 EOP�수립 5가지 단계 과정에서 시나리오에 대하여 언급함

[그림 3-1]�미국 FEMA의 EOP�수립 5가지 단계

◦ 3단계 과정인 목표 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 도출에 시나리오를 활용함
‐ 재난 대응과 운영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활용될 시나리오에는 어떠
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함

‐ 목표 결정 과정에서 위험요소 목록과 개요를 바탕으로 위험이 관할구역 내
에서 확장된 경위와 대응인력,�재해 생존자 및 커뮤니티에게 성공적인 대응

을 정의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기술해야 함

‐ 실제 위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어떤 크기의 위험이 관할 구역에 미치는 영
향에 이르기까지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함을 언급함

‐ 시나리오 상정은 관할구역에 매우 큰 영향을 가져온 사고이거나,�가장 빈번
하게 일어날 수 있거나,�다양한 위험을 가정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도록 함

‐ 시나리오 작성 과정에서 대응 행동 및 필요자원 등에 대해 규명해야 함
◦ 4단계과정인계획의개발과정에서행동과정의개발을제시하였고,�여기서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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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구축 방법을 언급함

‐ 행동과정의 개발은 1)�타임라인 설정,� 2)�시나리오 묘사,� 3)�의사결정 시점의
규명 및 묘사,�4)�운영상의 행동에 대한 규명,�5)�행동 과정의 선택 단계임

‐ 재난 유형별로 설정된 타임라인에서 앞선 3단계 과정을 통해 도출된 시나리
오에 따른 필요자원 및 대응 행동들을 타임라인에 위치시킴

[그림 3-2]�타임라인별 시나리오 구성

‐ 추가적으로 의사결정의 시점을 규명하고 묘사할 필요가 있으며,�취해질 행동
과 책임,�필요시간 소요 시간 등 운영상의 행동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

(3)�미국의 재난위험 사전평가제도7)

◦ 미국의 재난위험 사전평가에 재난사고 시나리오가 체계적으로 활용됨
‐ 미국은 국가재난위험 사전평가제도(National� Risk� Assessment,� NRA)�방법
론을 활용하고 영국,�독일,�네덜란드에서는 국가 대형재난대응 및 위기관리

에 적용하고 있음.�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이 활용됨([부록 7]�참조)

[그림 3-3]�사전평가제도의 시행절차

7)�안영훈(2014),�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재난위험 사전평가제도(NRA)의 활성화.�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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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평가제도 방법론을 적용한 재난대응 가상 시나리오 활용체계는 아래와 같음
‐ 각종 지침 및 계획과 연계,�위협요인에 대한 포괄적 검토,�검증된 자료를 통
한 취약성 검증,�활용과 평가의 중요성을 지적함

[그림 3-4]�NRA에 기초한 가상 재난사고 시나리오 활용체계

2)�재난사고 시나리오에 적용해야 할 대응 역량 목록

◦ 대응 역량목록은실제재난대응과정에서 필수적으로작동되어야할 기능이므로
재난사고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항목임

(1)�미국의 역량 목록

�①�역량 목록 구성

�� 국가재난대비활동 지침(National�Preparedness�Guideline,�NPG)8)
◦ 미국에서 국가 재난대비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활용함

‐ 2003년 국토안보부(DHS)� 주도로 제작된 국가재난대비활동지침을 작성하기

시작함.� NPG는 역량기반계획(Capabilities-based� Planing)이며 대규모 재

난·재해를 가정한 국가계획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작성함

‐ NPG를 기반으로 공통업무목록(Universal� Task� List,� UTL)과 목표역량 목

록(Target�Capabilities�List,�TCL)이 작성됨

‐ 연방정부는 재난사고 관리평가 시스템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재난사고 대
8)�DHS�홈페이지,�National�Preparedness�Guidelines,�http://www.dhs.gov/national-preparedness-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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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 항목 2 항목 3

계획,�정책,�절차
시스템 개발

계획 및 절차 개발

-�현장자원의 요청,�추적(track),�배정

-�긴급대응운영 계획 및 SOP

-�단일 지휘를 위한 긴급관리 계획 및 SOP�개발

지원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 -�지휘 역량 보충을 위한 자원 정의

훈련 및 연습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NIMS� typing에 의한 개인 훈련 수행

-�ICS�훈련 미흡자를 식별하고 훈련기회에 대해 자동으로 통지
하는 기록관리시스템 개발

-�NIMS�훈련 관리를 위한 인원 배정

현장관리를 위한 교육 개발 및
수행

-�NIMS� typing에 의한 개인 교육

작전 지휘 및
조정

지휘시스템(연락관,�안전관,�공보관 등)�배정

[표 3-5]�미국 공통업무목록(UTL)� -�재난현장관리 분야

응에 취약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우선적으로 금전적·물질적 재원을 제공함

� 공통업무목록(Universal�Task�List,�UTL)9)
◦ UTL은 국가 재난대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반적으로 망라된 항목들임

‐ 국가적 재난 시나리오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
난대책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1,600개의 고유 업무 목록임

‐ 연방정부,�주정부,� 지자체,� NGO,� 민간단체 등 재난 대응 관련자의 UTL를
추출하여 제시함

◦ UTL�중 재난현장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상위항목 8개,�중위항목 23개,�하위항목 44개로 구성됨
‐ 상위항목은 재난 관리를 위한 업무의 순차성을 반영하여 항목을 설정함

9)�DHS(2005),�Universal�Task�List:�Versio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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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 항목 2 항목 3

현장관리 작전
지휘 및 조정

지휘시스템 기능 수행

연락기능 수행

-�현장의 연락기능 부족
-�국가,�주,�연방 초동대응
-�대응자들의 지휘,�조정

-�비정부기관과 비공식적 조정

-�작업자 건강 및 안전관리(안전관)

-�공공정보 제공

보급기능 수행

-�자원관리를 위한 장소 확인

지휘자원 운용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원 확인

-�개별적 요구 확인

-�요구되는 장비 확인

-�요구되는 지원 확인

현장활동 계획 외의
계획기능 수행

-�책임 절차 수행

-�상황정보 수집,�분류,�구성

-�지식정보 수집,�분류,�전파

-�자원상태에 대한 정보 유지

-�정확하고 확실한 현장기록물 유지

-� ICS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전문가 파견

재정기능 수행

-�개별적인 수행시간 추적

-�장비 조달에 관한 재정문제 관리

-�현장 대응인력 부상에 대한 관리

-�재정의 기록관리 서류 작성 및 유지

현장
지휘체계(ICS)

활성화

현장대응팀 배치
-�평가 수행(최초로 도착한 대응인력)

-�현장 경계선 결정(최초로 도착한 대응인력)�

현장지휘체계 시작

-�대응자,�커뮤니케이션/센터,�통신 설치 및 관리

-�전문 긴급 대응팀의 운영 조정

-�주,�연방 초동대응자 관리

-�현장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자원 요구

현장지휘소 설립

현장지휘소(IC)�설립

-�현장지휘소,�저장소,�필요한 시설물 설립

-�현장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휘관 및 인력 포지션 관리

-�현장을 관리하고 현장목표,�전략 등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지휘소,�그룹,�부서 지정

-�주요 재난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현장관리팀 지정

현장차원의 명령,�기록,�
지정절차 시행

-�현장차원의 사용 모니터링

-�절차에 따른 상호지원 요청

지휘 인계

-�적당한 때 다음에 도착한 대응자에게 지휘권 인계

-�다중 관할권에 포함된 경우 현장지휘권을 하나의 지휘권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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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 항목 2 항목 3

현장활동 계획
수립

재난현장 목표,�우선순위,�
운영기간 결정

-�2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기간 결정

재난현장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우선순위,�절차,�활동
등의 현장활동 계획 수립

-�현장통신계획 수립

-�현장의료계획 수립

-�현장해산계획 수립

현장활동계획
실행

운영기능 수행
-�운영 브리핑을 통한 다른 대응조직의 현장활동 지원
-�계획 전파

재난운영 지휘 및 지원

재난현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현장활동계획에 따른 임무 수행

현장활동계획에 의해 지정된 현장관리팀(IMT)에 따른 현장대응 지원

수행상황 모니터링
-�현장대응의 향상을 위한 평가 및 수정

-�재난상황 해결을 위한 성과도 평가

현장지휘 해산

해산계획 수행

해산 및 전이절차 모니터링

현장지휘에서 복구의 전환

출처:�US�Department�of�Homeland�Security(2005),�Universal�Task�List.

� � � � �한국행정학회(2013),�국가재난대비역량 진단평가 모형개발과 운영방안 연구.

 목표역량 목록(Target�Capabilities�List,�TCL)
◦ TCL은 연방정부나주정부의 재난대비 목표추진에 필요한주요항목들의 목록임

‐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목표 추진에 필요한 역량으로,�재난사고 대응에 관련
된 37개 항목으로 구성함

‐ 재난 피해요인에 따른 재난대응 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 등 필요 역량을 설
정함

‐ 계획,�조직과 역할,�구성원,�장비와 운영체계,�훈련,�연습-평가-교정 등 역량
기본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행위자의 역량 수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함

‐ TCL� 중 대응 분야의 목록은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s)� 항목으로
제시함

‐ TCL의 임무영역은 공통,� 예방(prevent),� 보호(protect),� 복구(recovery),�

대응(response)�등 5개 분야에 총 37개 역량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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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목표 역량

공통
-�통신
-�지역사회 협력 및 참여

-�위험관리
-�지식정보 공유 및 전파

-�계획 수립

예방
-�화생방 방지
-�테러 조사 및 법 집행

-�정보 분석 및 생산 -�정보 수집,�징후 인지,�경고

보호
-�주요 시설 보호
-�실험실 검사

-�유형별 감독 및 조사 -�식품,�농산물 보호

대응

-�주민 보호
-�자원 조달 및 분배
-�재난대책본부 운영
-�비상공공정보,�경고
-�재난관리
-�화재대응 지원
-�의료 처치

-�사고현장 관리
-�응급부상자 처치
-�탐색 및 구조
-�위험물질 대응 및 제독
-�자원봉사자 관리
-�초기대응자 관리
-�의료공급관리,�분배

-�대규모 예방접종
-�검역
-�보건
-�폭발물 대응
-�가축질병 대응 지원
-�대규모 보호
-�공공안전 보안

복구 -�경제,�지역사회 복구 -�인프라 복구 -�구조물 피해 평가

[표 3-6]�미국 목표역량 목록(TCL)

(2)�독일의 역량 목록

�①�위기관리검토목록

◦ 독일연방내무부(Federal�Ministry�of�Interior,�FMI)는 2008년에 위기관리가이
드라인을 제시함.�평가를 위한 기준이 위기관리검토목록임

‐ 이는 위험방지 측정,�위기관리 검토,�위급상황의 위기관리,�재난 발생 후 절
차,�실습,�위기관리센터 등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됨

‐ 이 중 ‘위기상황에서의 위기관리’� 항목이 재난사고 현장대응에 관련되며 총
60여 개의 질문으로 구성됨

�②�독일 위기관리검토목록의 특징

◦ 위급상황에 투입되는 장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함
‐ ‘논리성’에서 필수장비 및 상비장비 제공,�손상장비 수리 등을 포함함
◦ ‘위급상황의 필수절차’는 현장임무별로 12개 항목으로구성되는데각�임무 수행
을 위한 필수 절차의 실시 여부와 임무별 주요 조치 사항으로 구성됨

◦ ‘미디어’에관한항목의 비중이상대적으로높음.�이는 대변인소집,�대중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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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위급상황의
일반 절차

일반 절차

-�상황분석

-�정상적 운영에 의한 회복 가능성

-�직원 및 방문자 위기상황 예방책

-�건물,�장비,�데이터에 관한 비상대책 보유

행정 절차

-�직원과 방문자의 위기관리 인지

-�위기관리 참여 관련 모든 직원에 대한 신분 확인

-�전 직원이 안전 확보 구역에서 근무

-�부상,�실종,�위험상황의 직원에게 기관의 도움 제공

-�직원에게 사고정보 제공

-�직원의 가족에게 사고정보 제공

-�모든 피해와 위기관리 수단의 정보 기록

-�모든 서브이벤트(sub-event)의 기록

-�위험지역에서 모든 시설과 장비의 제거

-�위험지역에 대한 접근 제한

-�위급상황의 통신매체 전달 소요 시간

-�대중매체의 사건 공표

-�위험 상황 종료 후 경보조치 취소

논리성

-�위급상황 필수장비의 제공

-�식료품과 상비장비의 제공

-�위기관리 센터 운영

-�필수계획 제공

-�충분한 시설과 장비의 지원

-�손상된 장비의 수리 및 착수 여부

-�위급상황의 의료 보조 제공

-�비상전력공급 시작

위급상황의
필수 절차

구조 및 구급
-�인명 구조 및 손상장비 수습의 필수 절차 준비

-�화재 소화의 필수 절차 실시

응급구조
-�응급구조 제공의 필수 절차 실시

-�모든 필요 외부기관의 응급구조 제공 경보 접수

[표 3-7]�독일 위기관리검토목록 �위급상황에서의 위기관리

절차,�긴급상황전파및정보제공을위한언론(미디어)�홍보 시스템등을검토하는

항목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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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위급상황의
필수 절차

방해물 및
접근 통제

-�방해물로부터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

-�비상구역에 대한 접근 통제

안전한 숙소
-�위기상황 특수 대응 인력에게 안전한 숙소 제공

-�직원,�방문자,�고객에게 안전한 숙소 제공

건물에서의 탈출

-�대피소 또는 집결지를 모든 인명에게 공표

-�집결지 내 인구조사

-�모든 인원 대피의 공식 확인

-�인명 이동을 위한 모든 운송수단 제공

폭탄 위협의 반응
-�경찰의 폭탄 위협 정보 입수

-�의심 폭발물의 기록 및 폭탄물 여부

외부기업과
당국과의 협조

조정

-�외부기업과 정부 당국의 협력 절차 활성화

-�외부기관의 직원의 접근 제한

-�필수 연락통로의 활성

통제된 정지 및
시동 관리

-�위험 특수 대응력 기관장과의 협의 및 중지

-�모든 시간제한의 준수

-�부분적 또는 완전 시설 정지 영향의 기록

중요데이터 관리
-�중요 정보 저장매체 및 서류의 방수방화 용기에 보관

-�중요 정보 저장매체 및 서류의 위험구역으로부터 보호

미디어

-�훈련된 미디어대변인의 소집

-�모든 준비된 문서의 접근가능성

-�시설 자료의 이용가능성

-�대중 정보공개 요구절차의 준수

-�모든 연락처에 대한 미디어대변인의 이용가능성

-�미디어대변인의 관련내용 확인을 위한 질문사항 존재

-�모든 미디어대변인의 동일 대우

-�미디어 체크:�보도자료 게재,�기자회견 개최,�정보 제공,�방송

재정지원 -�위기 대처를 위한 모든 요구 자원의 제공

기록보존/치안유지

-�모든 결정의 기록

-�모든 개인적 손해의 기록

-�모든 물질적 손해의 기록

출처:�Federal�Ministry�of� the� Interior(2008),�Protecting�Critical� Infrastructures-Risk�and�Crisis�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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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훈련에 활용된 재난사고 시나리오

(1)�미국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시나리오

�①�미국 재난대응 시나리오 구현방식(SITuation�MANual,�SITMAN)

◦ NPS�표준 시나리오를 훈련에 활용하기 위하여 상황 매뉴얼인 SITMAN을 작성함
‐ 이는 SITMAN�템플릿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하여 훈련
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그림 3-5]�미국 SITMAN�운용 사례(뉴저지주 보건국)

�

◦ SITMAN�상황 매뉴얼 템플릿에 기초하여 그 세부내용들을 특정 재난유형에 맞
추어 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맞춤형으로 재구성함

‐ 훈련하고자 하는 재난 유형을 선정함
‐ 훈련이 필요한 취약 역량 분야를 판단함.�해당 분야가 재난관리단계 중에서
어떠한 분야에 해당하는지 확인함

‐ 표준 시나리오와 표준 상황 흐름도를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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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전체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 대상의 취약 역량이 위치하고
있는 재난관리 단계를 표준 상황 흐름도에서 찾은 다음 상황조치 및 역량

을 확인하고 상단의 시간대를 확인함

‐ 목표역량목록의 훈련 세부 활동목록을 확인하여 상황 매뉴얼의 훈련 내용

란에 훈련 모듈(단계)의 제목을 기록함

‐ 표준 상황 흐름도에서 확인한 시간대에 연결되는 기관별 임무까지를 파악하
고 훈련 상황 매뉴얼 속의 훈련내용 단계에서 상황 시나리오로 활용함

②�미국의 재난사고 훈련 시나리오 사례

◦ 2014년 미국 알래스카 지역 연방 재난훈련 시나리오는 지진과 관련 복합재난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작성됨.�이는 내용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함10)

구분 상황

재난발생
지역정보

-�재난 발생 이후 피해 지역에 대한 지도로 지역정보를 시각화하고,�여기에 포함할 정보는
인구,�아동,�노인,�기상,�수입 및 주택 수 등이며 지역별로 상세히 설명

훈련시작
상황

-�훈련 상황에 대해 관련 기관 상황,�항구,�기상조건,�공항 등의 교통상황을 제시
-�관계 기관들은 공공기관,�보건서비스 기관 및 재난대응센터 등에 대한 상황을 설명함

지진상황
발생

-�재난 시나리오에 따라 지진 발생과 피해(공공기관,�교육시설,�상업시설의 피해 정도와 운영
가능 여부)에 관해 제시

재난대응
활동

-�철도,�항공,�도로,�다리,�선박 등 교통시설 등에 대한 운영 상황 및 피해에 관해 제시
-�인명피해 현황과 연령대별 부상자 현황 제시
-�의료시설 병상 수,�전력 공급 및 피해규모 여부를 표시하고 혈액 및 의료용품의 현황에

관해 제시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 현황과 대피시설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여 대피소에 대한 의사결

정에 활용함

훈련 자료 -�시간대별 재난 발생 추이

[표 3-8]�미국 알래스카 지역 연방 재난훈련 시나리오

10)�FEMA(2014),�National�Exercise�Program�Capstone�Exercise�2014�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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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의 재난대응 훈련 및 시나리오

①�일본 재난대응 시나리오:�동경도 방재계획 초동대처 타임라인

◦ 일본은방재계획에재난사고시나리오와행동절차가포괄되어제시되고이에근거
하여 훈련도 진행됨

‐ 동경도에서는 재해 대책 본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도시,� 구시정촌 및 기타

방재관련기관은 신속한 초동대처에 따른 응급 활동을 시작함

‐ 동경도 풍수해 방재계획의 초동대처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음

[그림 3-6]�동경도 풍수해 발생 시 주요기관의 응급활동 및 타임라인(일부 발췌)

②�일본의 재난사고 시나리오 적용 훈련 사례

◦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종합방재훈련이라는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종합방재훈
련 계획에 따라 시정촌별로 훈련 계획을 수립함

◦ 다음 표는 왓카나이시,�후쿠시마현 및 사이타마시의 2015년 훈련내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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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요 내용

왓카나이시

-�격년으로 「왓카나이시 지역 방재 계획」에 근거

하여 대규모 지진・해일 등의 발생을 상정

-�방재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방재

체제의 강화와 방재 의식의 고양을 목적으로 함

-�홋카이도 방재 종합 훈련과 합동으로 실시

-�정보 전달,�주민 피난,�피난소 운영,�주민 지원,�

구출 및 구조 등

-�훈련 당일의 오전 9시경에 긴급 고지 방재 라디

오 기동

-�동시에 방재 메일의 송신을 실시

후쿠시마현

-�방재 관계 기관,�특정 사업소 등이 협력하여 실

시함.�실제 대응 기술의 향상과 방재 체제의 확

립을 도모

-�지진이나 해일의 발생을 계기로 한 석유 콤비나

트 재해의 발생을 상정해,�소방,�해상 보안부,�

경찰,�자위대,�특정 사업소 등 참가

-�고압가스 누설 사고 처리 훈련,�오일 탱크 화재

소화 훈련,�유류 유출 확산 방지 훈련,�부상자

구조 훈련

-�후쿠시마현 근해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8.2의

지진이 발생해,�히로노읍에 진도 Ⅵ�감지

-�대형 해일 경보 발령 후 화력 발전소에 해일

발생

-�대형 해일 경보가 해제되어 순시 및 점검을 실시

했는데,�오일 탱크의 지붕 손상 및 화재가 발생함

-�진도 Ⅴ의 여진이 발생해,�대형 화재로 확대되고

고압가스 시설의 유출 사고 및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함

-�광야 화력 발전소에서는 초동대응을 실시하고

지방 광역시와 조합 소방본부,�후쿠시마 해상

보안부 등의 관계 기관에 긴급 통보함

사이타마시

-�사이타마시에서는 지진재난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평소에 대비하고 시민과 사업소에 의한

「자조」,�「공조」의 충실 강화를 위해 훈련 시행

-�본 훈련에서는 대형 지진 발생 시에 대한 행동

요령을 체험하고 훈련함

-�사이타마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함

-�화재 시 진화도구로 초기 진화 훈련

-�지진과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차량에 탑승하

고 지진 발생 시 차분하게 행동하는 훈련

-�연기가 가득 차 있을 경우 가급적 연기를 마시지

않으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훈련

-�지진이 발생 이후 훈련 시설의 임시 길을 걸으면

서 대피로를 인식하는 훈련

-�부상자나 환자를 구하기 위하여 현장조치법

(인공호흡,�심장마사지)을 훈련

-�비상식량을 사용해 취사하고 배식하는 훈련

출처:�http://www.city.wakkanai.hokkaido.jp� (왓카나이시 홈페이지)

� �� � �http://www.pref.fukushima.lg.jp� (후쿠시마현 홈페이지)

� �� � �http://www.pref.saitama.lg.jp� (사이타마시 홈페이지)

[표 3-9]�일본 주요 지자체의 2015년 종합방재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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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국내 연구 및 운용 사례

1)�민방위 훈련 표준 시나리오 작성방안(소방방재청,�2013)

◦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표준적 시나리오를 작성함
‐ 민방위 사태의 위험 규모와 피해를 명시하고 연관 기관과 구성원의 역할을
상황 흐름에 따라 제시함으로써 실제 위기에서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

하도록 시나리오를 개발함

‐ 위험의 범위,�주관 및 유관기관의 역할을 명시하여 도상훈련용으로 제시함
‐ 전체적으로 내용을 상황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참여하는 기관과 인력의

문제점 식별에 활용하도록 함

‐ 시나리오의 구성요소는 문헌을 참고하여 도출하고 현행 제도의 민방위 분야의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여 이에 따라 기본적인 수습의 절차를 파악하도록 함

◦ 민방위 분야의 시나리오 계획의 추진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순번 구분 내용

1 사태 유형의 설정 -�국가위기 중 민방위사태와 관련된 유형의 설정

2 유형별 세부항목 선정 -�설정된 유형의 세부 시나리오 대상 항목 선정

3 시나리오 위험척도 설정
-�시나리오상 전개될 위험의 규모 및 범위 선정
-�과거사례·현안의 이슈·과학적 방법으로 예상 위험의 규모와 범위를 산정

4 시나리오 작성
-�과거 또는 유사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 전개
-�위험의 규모에 따른 피해양상의 명시로 대응 규모 반영

5 도상훈련을 위한 보완
-�위험의 규모에 따른 피해에 대한 대응 규모 ․ 방법 ․ 체제 등의 문제점

도출을 통해 시나리오 보완(순환)

[표 3-10]�민방위 분야 시나리오 계획의 추진단계

◦ 비상 상황에서 민방위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함
‐ 시나리오 작성의 과정은 비상 상황에서 도상훈련을 통해 민방위대의 문제점
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매뉴얼이나 지침에 반영하는 것임

‐ 시나리오는 공통적인 상황 또는 필수적인 상황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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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나리오 고려사항 구비서류

사건
발생

-�사건 발생 배경 및 의미를 설명
�·�문제의 예방 및 개선사항 도출에 중요

구성 -�사건 발생의 주체와 실체를 파악하여 방향을 예측

위험

환경
-�지리,�기상 및 도시화 지역 등의 요소 작성
�·�지역 환경 요소에 따라 피해양상 상이

양상 및 규모
-�위험의 규모 파악을 통한 피해 규모 산정
�·�인적․물적 피해 양상
�·�위험 규모별 피해의 산정

대응체계
자원 -�자원동원 측면에서 위험 대응의 가능성 판단

조직 -�위험에 대처해야 할 명확한 대응체계 확인

주요 이슈 요소 파악 -�비상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 파악

[표 3-12]�시나리오 작성의 고려사항

환경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 시나리오의 개요와 피해 양상에 대한 전제 조건을 작성함
‐ 개요:�위치,�규모 및 형태
‐ 피해 양상:�지역,�인적 피해,�인프라 피해,�인구현황,�피해액,�복구기간

구분 상황

가정
상황

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규모
-�규모:�7.0
-�진원 깊이 10km�

형태 -�규모 7.0의 강진 발생 후 규모 8.0의 여진 발생

피해 양상

-�울진읍에서 규모 7.0의 지진 발생으로 울진군 내 인적․물적 피해 발생
-�예보 불가로 야간 시간의 피해가 가중되며,�초기 신속 대응에 곤란
-�여진에 의해 약해진 건물 발생 등의 2차적 피해 발생
-�일부 정전,�단수,�도로 파손 등의 사회기반시설 피해 및 혼란 발생
-�여진 및 2차 피해(건물붕괴,�화재)의 우려로 주민 대피
-�울진군의 상황대응 역량 한계로 경상북도 및 중앙부처의 지원 요청

[표 3-11]�시나리오의 가정

◦ 사건,�위험,�대응체계,�주요이슈의순서로시나리오작성을위한고려사항을순차
적으로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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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문제 개선방향

임무 수행 순위변경
-�집결 이후 임무 배당에서 즉각적 임무 수행으로 개선
�·�비상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임무 수행(예:�대피 유도)�필요

지휘체계 명확화
-�법에 근거한 지휘체계 확립
�·�복합 상황 시 지휘체계 이양의 근거 필요

교육체계 개선 -�연간 4시간 이내의 짧은 교육시간 개선과 전문화 교육 필요

[표 3-13]�시나리오 도상훈련 이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시나리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험 상황을 제시함
‐ 지진 개요를 위하여 발생과 피해 현황이 검토됨
․ 우리나라 지진 발생 빈도,�광역지자체별 발생 빈도 및 비율,�한반도 규모별
지진발생 현황(지역,�일시,�규모)

․ 지진 등급 및 영향:�규모에 따른 영향 기술,� 진도와 규모 정의 비교,� 일본
대응현상 척도

․ 지진에 의한 부가적 위험:�가옥 붕괴,�화재,� 교통기관 파괴,�라이프라인 파
괴,�산업시설 파괴,�정보 전달 지연

‐ 시뮬레이션11)�피해 현황:�울진읍
․ 지진 규모,�대피 인원,�사망 및 부상
․ 물적 피해(건물),�인프라(도로,�상수,�하수,�전력,�통신),�기타(제재소 화재로
야산에 산불)

◦ 시나리오 도상훈련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함
‐ 정부기관과 대응기관들의 대응 경험이 부족하여 업무 혼란이 예상됨
‐ 지역 대응조직의 즉각적인 자위활동과 사전 교육이 필요함
‐ 제한적인 활동 범위,� 동원의 한계,� 지휘체계,� 인적자원의 배분,� 장비물자의

개선에서 문제점이 도출됨

◦ 시나리오 도상훈련을 통한 체계 개선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음

11)� [부록 9]에 요약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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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문제 개선방향

장비 개선
-�야간 및 정전 사태에 따른 비상전력 확보를 위한 이동형 비상발전기의 장비

목록에 명시

임무영역 재조정
-�불발된 예찰,�응급의료 등의 사안은 명시 종사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전문적 사항이므로 불발된 신고와 응급처치로 변경 검토 필요

조직운영 매뉴얼
-�소집된 조직의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 매뉴얼의 부재로,�동원규모 선정,�

활용,�타 조직 지원 등의 관리방안이 불명확

2)�초대형 중대재난 시나리오(한국행정연구원,�2012)12)

◦ 초대형 재난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함
‐ 미래 초대형 재난으로 상정할 수 있는 재난은 이상기상,�감염병,� 테러리즘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미래에 발생 가능한 초대형 재난사례는 원자력,�

감염병,�태풍호우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재난 유형별로 빈도를 조사하고 주요 재난에 대해 전개 시나리오를 작성함
‐ 초대형 재난의 우선순위도 조사했으며 풍수해,�원자력 및 감염병이 각�유형
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임

‐ 풍수해,�원자력 및 감염병 재난 사례에서 시간대별로 재난 진행과정을 종합
한 뒤 키워드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전개 시나리오를 작성

함.� 시나리오는 재난의 발생,�확산,� 정점 및 종결의 4단계로 작성되었으며,�

단계별로 대응과제를 제시함([부록 8]�참조)

12)�한국행정연구원(2012),�초대형 중대재난 시나리오의 발굴 및 사전 대응체계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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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키워드 주요 대응과제

발생
~확산

-� �태풍 상륙
��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륙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태풍의 예상경로 예측.�상황관리
-�항만,�공항 등 국가핵심기반시설 대비 방안 가동

-�장기 장마와 지반 약화로 산사태 및 지반침하
�� ·�인근지역 전기 및 전화 불통
-�댐 붕괴 위험 존재
-�주택 침수
-�도로 피해 및 토사재해로 산간 마을 고립

-�응급대피.�응급구조.�대피로 확보.�피난안내
-�저지대 주민 및 취약계층 피해 예상
-�치수대책
-�방송사와 SNS�미디어를 통한 위험상황 보도
-�전력/통신 긴급복구

-�주요 기반시설 침수·붕괴
-�도로·교통·전기 등 시설 마비 및 상황파악 곤란

-�소방,�경찰,�군,�전력,�가스 기관장의 상황 파악
-�기반시설 복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발생
-�주민 대피명령 발령.�거부자 대책 필요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위기경보 발령
-�이재민 발생
-�피해의 양적,�질적 규모의 발생지역 확대

-�대피소 및 긴급구호 물품 사전 확보
-�군,�경찰,�소방 등 인명구조 및 보호활동 조정
-�재난 피해 현황 조사 체계 확보 및 집계
-�구조 전문가 확보
-�잔해물 제거팀 확보

확산
~정점

-�재난대응기관 활동 시작
�� ·�중대본 및 지대본 활동 시작
�� ·�중대본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회의
-�위기경보 발령(긴급구조본부 활동 개시)
-�재난구호활동 가동(대피소 운영)
-�피난민/이재민의 요구 파악
-�피난하우스 제공 및 입주

-�중대본 설치
-�상황정보 공유
-�재난 예상 시나리오 상정 및 기관별 대응
-�주관부처 및 유관기관의 재난대응 협력체제 가동
-�지역별 현장대응(응급구조 등)�실시
-�중앙부처별 대응계획 마련
-�이재민 수용 및 보급계획 마련

-�피난시설 부족 및 피난시설 내 혼란 발생
-�대피시설 내 위생문제 발생
-�구호품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발생
-�재난지역 내 무질서 행위 발생
-�전국에서 모인 구호물품 분류 및 전달 불가
-�식수 부족

-�주민건강 피해 현황과 보건학적 수요 조사
-�이재민 대피와 응급의료체계 가동
-�구호물품 및 복구용품 이동로 확보 및 조정
-�질서,�안전 및 치안 확보
-�업체와의 협약에 의한 생수 및 음용수 공급
-�1차 기초 피난소,�2차 광역 피난소 등의 지정

-�교통 시스템 붕괴로 구호품 공급에 차질
-�전기 공급 중단으로 병원 제 기능 마비

-�사회 인프라 시설의 최우선 복구
-�비상 물자의 확보 및 유통 수단의 확보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및 행정력의 확보
-�비상연락망의 구축(민,�관,�군)�
-�물리적 거리를 가진 예비재해대책본부의 설치
-�재해 발생 시의 지역 간 상호지원체계 수립

-�자치단체,�소방,�치안,�의료 기관의 역할 제한
-�지역 의료시설 및 보건소 시설의 파괴

-�인접 자치단체 자원 동원계획
-�현장대응 계속

-�실종자 수색
-�수인성 전염병 발생

-�적절한 구조인력 투입
�� ·�구조인력의 안전문제 검토 필요

[표 3-14]�풍수해 사례에서의 재난 전개과정의 단계별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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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유형

실제 사례
-�실제 발생한 사례로써,�해당 담당자의 상호전달 메시지,�

당시 상황,�지시 및 대응내용

�1.�세월호 침몰사고

�2.�상왕십리 열차추돌사고

�3.�사당체육관 붕괴사고

�4.�어린이대공원 사육사사고

�5.�중국 버스추락 사고

[표 3-15]�서울형 재난관리체계의 재난 및 사고 사례 도출

3)�서울형 재난대응체계 개발(서울시,�2016)13)

◦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재난관리체계(Seoul�Response�Framework,�SRF)를 개발
하였음

‐ 이는 서울시 재난대응 운영의 개념,�역할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재
난대응 활동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함

‐ 서울시 재난대응 활동을 위한 단위직무와 프로세스를 표준행동절차서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형식으로 개발함.�이는 활용성과

지속성이 중요함.� 따라서 재난사고 이력의 반영을 통한 검증과 업그레이드

를 위한 유지관리 방안을 도출하였음

◦ 유지관리 과정에서 재난사고 발생 사례와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하였음
‐ 다양한 재난상황에서의 대응 기능 여부와 누락된 직무가 없는지 완결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실제 발생한 사례와 다양한 시나리

오 사례를 통하여 현재 단위직무로 재난대응 가능 여부를 분석함

‐ 완결성 검증을 위한 사례는 서울시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 및 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5종),�시나리오 사례(10종)�총 15가지를 선정함

‐ 이는 자연재난 3종과 사회재난 12종으로 구분되며,�대응 주체에 따라 서울
시 주관 8종,�중앙부처 주관 서울시 협력 7종으로 구분됨

13)�서울시(2016),�2016�서울시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대응 표준행동절차서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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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유형

시나리오
사례

재난수습
종합훈련

-�서울시 재난수습종합훈련에 제시된 시나리오 �6.�지진+다중이용시설 재난

기존연구
시나리오

-�한국행정연구원,�2012,�「초대형 중대재난 시나리오의
발굴 및 사전 대응체계의 마련」에서 제시한 3가지 시나
리오

�7.�풍수해

�8.�원자력 재난

�9.�감염병

NPS
시나리오

-�미국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제시한 국가계획 시나리오 중
4가지 시나리오

�10.�대형지진

�11.�식품오염 -�테러

�12.�신경가스살포 -�테러

�13.�감염병 -�테러

서울연구원
시나리오

-�서울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신종재난 유형을 검토한 후,�
추가된 2가지 유형으로 발생 사례와 기존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원인과 양상을 검토한 후,�작성한 시나리오

�14.�가뭄

�15.�땅 꺼짐(지반함몰)

4)�재난대비훈련 매뉴얼 작성방안(소방방재청 재난대비역량훈련센터,�2013)14)

◦ 재난대비 훈련을 위한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개발 방법을 제시한 사례임
‐ 재난대비 훈련에 필요한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개발 방법과 구성을 설명함.�

시나리오는 순차적인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인과관계에 따른 가상 사건들의

개요로,�서술 형식이나 시간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음

◦ 훈련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재난사고시나리오의중요성을인식해야하며,�훈련
의 목적과 목표가 반영된 시나리오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재난사고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됨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포괄적인 줄거리

-�훈련참가자별로 훈련 목표에 대한 역량 정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건

-�시나리오상의 내용과 사건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세부사항

14)�소방방재청 재난대비역량훈련센터(2013),�재난대비훈련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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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방법) 내용

자문 -�위험 유형에 대한 전문가 자문

조사 -�현실감을 더해줄 배경정보 조사 수집

초안

-�시나리오 초안 작성 및 검토
��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개요 작성
�� ·�주요 사건들에 대한 시간표 작성
�� ·�시간표에 기술적인 세부사항 추가
��·�사건과 기대행동목록 시나리오 초안 작성
-�대응계획 및 매뉴얼에 근거

검토 -�초안의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한 토론

재검토 -�초안이 논리적,�현실적인지에 대해 재검토

[표 3-16]�시나리오 작성방안

3_시사점

◦ 위에서 검토한 해외 사례는 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체계적인 개선에 유용함
‐ 재난 유형별 주요 이슈를 상정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영향 요인들을

총망라할 필요가 있음.�영향 요인 간의 상호 관계 파악이 필요함

‐ 추가적으로 영향 요인에 대한 서울시의 지역 특성과 추세와 트렌드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재난 유형별 대응 업무에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특히 소방자원과 임
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함

‐ 위의 사항들은 근거자료 바탕으로 논리를 뒷받침해야 함을 전제로 함
‐ 검토된 내용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황 시나리오를 조합하고,� 타임라인(황

금시간 개념 적용)이 상정된 최종 재난사고 시나리오를 채택함

‐ 마지막으로 재난사고 시나리오를 활용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한 후,�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시사점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업무와 훈련 시나리오

에 대한 환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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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시나리오 사례의 시사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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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서울시재난사고현장대응자료현황

1_현장대응자료의 개요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활용하면 상황근거와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현장대응자료를 활용하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재난사고 발생의 상
황근거와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한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현장대응자료는 상황특성 자료와 대응절차 자료로 구분함
◦ 상황특성 자료는 재난의 발생 및 피해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이는 통계분석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시각화·공간화된 자료임.�이러
한 자료는 서울시 재난 유형별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필요한 조건 범위를

검토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

‐ 재난 발생빈도 및 피해의 양 등에 대한 축적된 통계자료가 있다면 서울시

안에서 현실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 상황의 범위를 선정할 수 있음

‐ 해당 재난에 대한 고유한 특성과 연관된 통계자료가 아니더라도 그 밖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량적인 통계자료가 적용된다면 서울시의 지역 특성이

잘 반영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서울시

특정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지진에 대한 취약계층인 노약자 또

는 장애인구가 많다면 피해가 증폭될 가능성이 높음.�이 경우 행정동별 노

약자 또는 장애인구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면 서술의 근

거를 뒷받침할 수 있음

◦ 대응절차 자료는 개선사항이 집약된 자료로 지속적 완결성 확보에 필요함
‐ 이는 서울시에서 기존에 발생했던 재난상황 또는 훈련,� 계획과 지침,� 관련

연구 자료들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을 정리한 자료임.�여기에서 나타난 문

제점들은 특정 재난 유형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있어 합당한 일련

의 과정 즉,�인과관계나 새로운 상황이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서술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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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줌

‐ 예를 들어,�특정 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소방 선착대의
도착 소요시간이 지연되어 피해가 증폭되었음.�이때 피해가 증폭되게 된 문

제점(시사점)인 좁은 생활도로,�불법 주정차와 적치물은 시나리오 작성 시에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줄 수 있는 2차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구분 검토자료 내용

상황
특성
자료

1)�
서울시 55가지
재난 유형에
대한

일반 통계 자료

(1)�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연관
자료

-�55가지 재난 유형 전반에 대한 자료 검토

(2)�서울시 재난관리 총괄지표
연관 자료

-�재난 전반에 있어 피해를 증폭시킬 수 있는
서울시 취약 요인에 대한 자료 검토

-�풍수해,�폭설,�지진,�폭염,�시설,�화재.�교통
재난 관련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

-�위의 재난 종류에 따른 경보 기준 자료 검토

(3)�서울시 성과관리계획과
���예산서 작성 활용 자료

-�재난 전반에 있어 피해를 증폭시킬 수 있는
서울시 취약 요인에 대한 자료 검토

2)
서울시

특정 재난 유형에
대한

취약성 분석 자료

(1)�폭설 취약지역 연관 자료 -�폭설 재난 중심의 관련 자료 활용

(2)�위험물질 취약지역 연관자료 -�위험물질 재난 중심의 관련 자료 활용

(3)�화재 취약지역 연관 자료
-�화재 재난 중심의 관련 자료 활용
-�소방대응 중심의 관련 자료 활용

대응
절차
자료

3)�
서울시
대응절차의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자료

(1)�소방 대응력 현황,�소방 관할
구역 및 출동 여건 연관 자료

-�서울시 지역별 소방 출동 여건 관련 자료 검토
-�서울시 구조․구급 취약 여건 관련 자료 검토
-�주요 재난에 대한 소방 도착 소요시간 관련

자료 검토

(2)�화재 현장대응 일지 및 보고
자료

- 실재 화재현장에서 대응상황으로 2차 피해 관
련 사항을 검토

(3)�화재방어검토회의 자료
- 대응 1단계 이상의 화재 대응에 관한 검토회

의 결과로 피해확산 요인에 관한 검토

(4)�실제 재난 대응자료

- 공통 행정수습을 위한 13개 재난대응 표준행
동절차의 재난대응 현황을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분석

- 실제 재난사고에 대응한 현황과 행정수습을
중심으로 실시간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표 4-1]�시나리오에 반영이 필요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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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상황특성 자료

◦ 수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표를 바탕으로 상황특성 자료의 활용성을 검토함
‐ 일반통계 및 취약성 자료 검토에서는 시나리오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정량
적 지표들을 검토하였음.�서울시 55가지 재난 유형에 대한 일반통계 자료와

취약성 자료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하였음

‐ 검토된 정량적 자료들은 향후 재난 유형별 시나리오 작성 시 필수적으로 분
석 및 반영되어야 할 자료임

◦ 일반통계 자료는 핵심 및 연관 자료로 구분됨
‐ 핵심 자료는 특정 재난의 발생 건수,�인명 및 재산 피해 등
‐ 연관 자료는 특정 재난과 관련이 있는 취약계층 및 시설,�방재 역량 등
◦ 취약성 자료는 특정 재난 유형을 대상으로 핵심 자료와 연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자료임

[그림 4-1]�일반통계 및 취약성 자료를 시나리오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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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55가지 재난 유형에 대한 일반통계 자료

◦ 재난사고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통계 자료를 포괄적으로 검토함
‐ 이를 바탕으로 특정 재난 유형별 자료 검토와 분석 목적에 맞는 공식 및

내부 통계 자료 선택과 조합과정을 검토하여 향후 시나리오 상황별 분석결

과 도출과 도면화 과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4-2]�특정 재난 유형의 일반통계 자료 구축 과정

(1)�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내용과 일반통계 자료의 연관성 검토

◦ 재난유형별연관일반통계자료에대하여발생및피해현황에의활용성을검토함
‐ 총 55가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상의 재난 유형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작성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일반통계 자료 중에서 주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함

‐ 검토된 통계자료는 재난사고 발생과 피해 현황 통계에 중점을 둠.�확인 가
능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함에 따라 향후 흩어져 있는 자료들이

확장적으로 검토된다면 이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음

‐ 일부 재난 유형은 재난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통계 자료 확보가 어려움.�

예를 들어 가뭄은 영향범위가 넓고,�발생 및 피해현황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량적인 자료로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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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원인이 다양한 경우에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예를 들어 특성
시설 또는 서비스 마비 재난은 붕괴 및 고장,�화재 및 폭발,�파업 등 다양

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현황을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향후,�연구 보완사항으로 55가지 재난 유형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와 재난
관리·평가를 위해서 공식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내부

통계자료가 포괄적으로 검토되고 수집될 필요가 있음

55가지 재난 유형 공식 내부 55가지 재난 유형 공식 내부

가뭄 - ○ 한강수난사고 ○ ○

급경사지 - ○ 수질오염사고 ○ -

낙뢰 ○ - 가축질병 ○ -

산사태 ○ - 감염병 ○ -

지진 ○ - 버스 파업 ○ -

폭염 ○ ○ 지하철 파업 ○ -

설해 ○ - 택시 파업 ○ -

풍수해 ○ - 농수산물 유통 마비 ○ -

대한파 ○ - 댐 붕괴 ○ -

황사 ○ ○ 대테러 -

대형 건축물 붕괴 ○ - 물 재생센터 마비 ○ -

공동구사고 ○ ○ 보건의료 마비 ○ -

공연ㆍ행사장 안전사고 - ○ 산업시설 생산 마비 - -

도로 공사장 붕괴 ○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 -

도로터널 사고 ○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마비 ○ -

병원시설 대형사고 - ○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 - -

산불 ○ ○ 시청사 마비 ○ ○

상수도 누수 ○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마비 ○ ○

상수도 공사장 붕괴 ○ - 식용수 공급사고 ○ -

아파트 공사장 붕괴 ○ - 가스분야 마비 ○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 ○ 원유수급분야 마비 ○ -

주요 15개 재난대응 ○ ○ 전력 마비 ○ ○

정전사고 - ○ 방사능 재난 ○ -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 ○ 육상화물 운송 마비 ○ -

지하철 대형사고 ○ ○ 정보서비스 마비 ○ ○

지하철 공사장 붕괴 ○ - 정보통신분야 마비 ○ ○

대형화재 ○ ○ 해외재난 - -

한강교량 대형사고 - - - - -

[표 4-2]�55가지 재난 유형별 시나리오 작성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일반통계 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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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가지 재난 유형 출처 자료명 내용

가뭄 - - -

급경사지 - - -

낙뢰 기상청 낙뢰연보 -�낙뢰.�지역/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산사태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사면재해.�서울시 연도별 발생/면적/피해현황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산사태.�서울시 연도별 피해물량
-�사방사업.�서울시 연도별 추진현황

지진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지진.�지역/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기상청 홈페이지 -�지진.�발생 시각/진앙/규모

폭염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폭염.�서울시 연도별 발생현황

설해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설해.�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풍수해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호우/태풍/강풍.�지역/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풍수해.�서울시 연도별 발생/면적/피해현황

대한파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한파.�서울시 연도별 발생현황

질병관리본부 한랭 질환 신고현황 연보 -�한랭질환자.�서울시 발생현황

황사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황사.�서울시 연도별 발생현황

대형 건축물 붕괴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지역/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공동구사고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공동구 재난(※집계는 하고 있으나 발생현황이

없어 실제 집계 없음)

공연ㆍ행사장 안전사고 - - -

도로 공사장 붕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 -�도로공사장 사고.�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건설업.�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도로터널 사고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터널 안 교통사고 현황

병원시설 대형사고 - - -

산불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산불.�지역별/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포털 -�산불.�지역별/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산림청 산불통계연보 -�산불.�지역별/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상수도 누수 서울통계 홈페이지 -�급수.�서울시 대상인구/급수량/누수율 현황

상수도 공사장 붕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 -�상수도 공사장 사고.�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건설업.�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서울통계 홈페이지 -�상수도관 길이.�서울시 현황

아파트 공사장 붕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 -�공동주택 공사장 사고.�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건설업.�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표 4-3]�55가지 재난 유형별 참고할 수 있는 공식 일반통계 자료(핵심)

◦ 재난유형별로발생및피해상황자료편차가있으며이에대한보완자료도검토함
‐ 공식 일반통계 자료는 총 44가지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 자료의 내용은 해당 재난의 발생 및 피해현황이 중심이기는 하나,� 피해를

비교․준용하여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추가되었음.�예를 들어 대중교통 관
련 재난은 차량대수와 수송인원,�농수산물 유통 마비는 농산물 유통량,�물

재생센터 마비는 처리용량,�상수도 누수는 누수율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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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가지 재난 유형 출처 자료명 내용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 - -

주요 15개 재난대응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지역/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가스사고.�지역/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폭발/누출/화재/가스.�서울시 연도별 발생현황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현황통계 -�응급의료.�응급환자 수/도착소요시간 현황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연감 -�가스사고.�지역/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위험물시설 화재사고.�연도별 발생현황

서울통계 홈페이지 -�구조․구급 현황

정전사고 - - -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지하도상가.�서울시 위치/면적/점포수 현황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지하도상가 화재.�지역/연도별 발생현황

지하철 대형사고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지하철 대형사고.�지역/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지하철 화재.�지역/연도별 발생현황

지하철 공사장 붕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 -�지하철 공사장 사고.�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건설업.�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대형화재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지역/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지역/연도/원인별 발생 및 피해현황

한강교량 대형사고 - - -

한강수난사고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수난사고.�지역/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해양선박사고.�지역/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녹조15)현황.�지역/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수질오염사고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대규모 수질오염(※집계는 하고 있으나 발생현

황이 없어 실제 집계 없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수질오염사고.�수계별 발생현황

환경부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 및
분석․평가

-�수질오염사고.�지역/수계별 발생현황

서울통계 홈페이지 -�환경오염물질(수질)�배출시설 현황

가축질병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가축질병.�지역/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감염병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감염병.�지역/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서울통계 홈페이지 -�감염병.�감염병 분류별 발생 및 피해현황

버스 파업 서울통계 홈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및 차량대수

지하철 파업
서울통계 홈페이지 -�지하철 연도별 수송인원

서울도시철도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지하철 연도별 수송인원

택시 파업 서울통계 홈페이지 -�택시 연도별 등록대수

농수산물 유통 마비 서울통계 홈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연도별 유통량

댐 붕괴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댐 붕괴(※집계는 하고 있으나 발생현황이 없

어 실제 집계 없음)

대테러 - - -

물 재생센터 마비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식용수(※집계는 하고 있으나 발생현황이 없어
실제 집계 없음)

서울통계 홈페이지 -�센터별 시설/처리 용량 및 처리비율

보건의료 마비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보건의료 마비.�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산업시설 생산 마비 - -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서울통계 홈페이지 -�폐기물.�서울시 연도별 매립용량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마비 서울통계 홈페이지 -�폐기물.�서울시 연도별 배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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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가지 재난 유형 출처 자료명 내용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 - - -

시청사 마비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관공서 화재.�지역/연도별 발생현황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마비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소각량.�시설별 소각량 및 가동률

식용수 공급사고 서울통계 홈페이지 -�급수.�서울시 대상인구/급수량 현황

가스분야 마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통계연보 -�도시가스.�지역별 소비/보급률 등 현황

원유수급분야 마비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원유(※집계는 하고 있으나 발생현황이 없어
실제 집계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석유.�지역별 소비 등 현황

전력 마비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전력(※집계는 하고 있으나 발생현황이 없어

실제 집계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전력.�지역별 발전/소비 등 현황

서울통계 홈페이지 -�전력 사용량 현황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발전소 및 변전소 화재.�지역/연도별 발생현황

방사능 재난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인접국가 방사능 유출(※집계는 하고 있으나
발생현황이 없어 실제 집계 없음)

-�원전안전(※집계는 하고 있으나 발생현황이 없
어 실제 집계 없음)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자력안전연감 -�원전현황.�사고/고장 발생현황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홈페이지
방사선안전정보

-�방사선사고.�지역/연도별 발생현황

육상화물 운송 마비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육상화물운송 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정보서비스 마비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금융전산(※집계는 하고 있으나 발생현황이 없
어 실제 집계 없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해킹·DDoS�등 사이버 범죄.�지역별 발생/검거

현황

정보통신분야 마비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정보통신(※집계는 하고 있으나 발생현황이 없
어 실제 집계 없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해킹·DDoS�등 사이버 범죄.�지역별 발생/검거

현황

해외재난 - - -

◦ 서울시청 내부의 일반통계자료도 검토하여 상황특성 자료보완의 여지를확인함
‐ 이는 자료 수집의 한계로 22가지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특징적으로

소방재난본부의 화재자료는 발생장소,�세부원인 등에 대해서 상세한 구분이

가능하여 다양한 재난 유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15)�녹조는 수질오염사고와 연관성이 높으나,�현장조치 행동매뉴얼상의 녹조(조류)�시나리오는 한강수난사고에서 언급

16)�화재는 다양한 재난 유형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고,�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므로 참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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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가지 재난 유형 출처 자료명 내용

가뭄 서울시 가뭄 자료 -�가뭄.�서울시 피해사례

급경사지 국민안전처 급경사지 자료 -�지역별 급경사지 지역별 신규지정현황

낙뢰 - - -

산사태 - - -

지진 - - -

폭염 서울시 폭염 자료 -�폭염.�서울시 연도별 발생 및 피해현황

설해 - - -

풍수해 - - -

대한파 - - -

황사 서울시 황사 자료 -�황사.�서울시 연도별 발생현황

대형 건축물 붕괴 - - -

공동구사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화재 자료16)

-�공동구 화재.�서울시 발생/피해/도착소요시간
등 현황

공연ㆍ행사장 안전사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화재 자료

-�공연장 화재.�서울시 발생/피해/도착소요시간
등 현황

도로 공사장 붕괴 - - -

도로터널 사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화재 자료

-�터널 화재.�서울시 발생/피해/도착소요시간 등
현황

병원시설 대형사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화재 자료

-�병원 화재.�서울시 발생/피해/도착소요시간 등
현황

산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화재 자료 -�산불.�서울시 발생/피해/도착소요시간 등 현황

상수도 누수 서울시
배수지·가압장

자료
-�배수지․가압장.�서울시 통계현황

상수도 공사장 붕괴 - - -

아파트 공사장 붕괴 - -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위험물 자료 -�위험물 위치/명/량 서울시 현황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화재 자료
-�위험물시설 화재.�서울시 발생/피해/도착소요시

간 등 현황

주요 15개 재난대응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 자료

-�구조·구급데이터.�심정지,�승강기 안전사고 등
발생/피해/도착소요시간 서울시 현황

정전사고 지식경제부 정전자료 -�정전.�지역/원인별 발생현황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화재 자료
-�지하상가 화재.�서울시 발생/피해/도착소요시간

등 현황

서울시설공단 지하도상가 자료
-�지하도상가 상세 자료.�서울시 위치/면적/점포/

구조/준공연도/개보수연도 현황

지하철 대형사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화재 자료
-�지하철역사 및 철도차량 화재.�서울시 발생/피해/

도착소요시간 등 현황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지하철역사 자료
-�지하철 역사.�서울시 위치/면적/심도/거리/소화

설비 등 현황

지하철 공사장 붕괴 - - -

대형화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화재 자료

-�화재.�서울시 장소별 발생/피해/도착소요시간
등 현황

한강교량 대형사고 - - -

한강수난사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화재 자료

-�선박 화재.�서울시 발생/피해/도착소요시간 등
현황

수질오염사고 - - -

[표 4-4]�55가지 재난 유형별 참고할 수 있는 내부 일반통계 자료(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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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가지 재난 유형 출처 자료명 내용

가축질병 - - -

감염병 - - -

버스 파업 - - -

지하철 파업 - - -

택시 파업 - - -

농수산물 유통 마비 - - -

댐 붕괴 - - -

대테러 - - -

물 재생센터 마비 - - -

보건의료 마비 - - -

산업시설 생산 마비 - -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 -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마비 - - -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 - - -

시청사 마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화재 자료

-�관공서 화재.�서울시 발생/피해/도착소요시간
등 현황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마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화재 자료

-�폐기물시설 화재.�서울시 발생/피해/도착소요시간�
등 현황

식용수 공급사고 - - -

가스분야 마비 - - -

원유수급분야 마비 - - -

전력 마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화재 자료

-�발전시설 화재.�서울시 발생/피해/도착소요시간
등 현황

지식경제부 정전자료 -�정전.�지역/원인별 발생현황

방사능 재난 - - -

육상화물 운송 마비 - - -

정보서비스 마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화재 자료

-�데이터센터 화재.�서울시 발생/피해/도착소요시간�
등 현황

정보통신분야 마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화재 자료

-�데이터센터 화재.�서울시 발생/피해/도착소요시간�
등 현황

해외재난 - - -

(2)�서울시 재난관리 총괄지표에서 검토된 일반통계 자료의 적용방안

◦ 서울시 재난관리에 필요한 총괄지표들과 일반통계 자료와의 연계성을 검토함
‐ 서울연구원(2011)17)의 서울시 재난관리 총괄지표에서 검토된 자료 목록을

중심으로 핵심 및 연관 자료에 대한 현황을 재분석함

‐ 서울형 재난관리 총괄지표는 ‘재난저감 계획단계’,� ‘지역재난 취약성’,� ‘지자

체의 재난관리 역량’,� ‘재난발생원인’에 따라 자료를 검토하였으나,�이 연구

17)�원종석(2011),�서울형 도시안전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재난관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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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분류 세분류 내용 출처

재난
세부
유형

풍수해

원인 및 피해증폭 지표

-�연 강수량,�일 최대 강우량,�1시간 최대 강우량 기상청

-�홍수량,�홍수위,�유속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하천밀도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고도 국토지리정보원

-�토질 및 토질 피복 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

-�풍속 기상청

피해 지표

-�사망 및 실종자 수 국가재난정보센터

-�이재민 수 국가재난정보센터

-�침수면적 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 경보 기준

-�일 최대강우량 기상청

-� (하천)�홍수위 한강홍수통제소

-�고도,�경사,�토질/토질피복 -

-�풍속 기상청

폭설

원인 및 피해증폭 지표
-�연도별 적설량,�최심신 적설량 기상청

-�일기일수 기상청

피해 지표

-�사망 및 실종자 수 국가재난정보센터

-�이재민 수 국가재난정보센터

-�장소별 재산피해 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 경보 기준 -�적설량 기상청

지진

원인 및 피해증폭 지표 -�진도 및 진앙 기상청

피해 지표

-�사망 및 실종자 수 국가재난정보센터

-�이재민 수 국가재난정보센터

-�붕괴 건물 수 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 경보 기준 -�지진파/진원과 진앙/진도(0-9) 기상청

[표 4-5]�세부 재난 유형별 참고할 수 있는 일반통계 자료(핵심+연관)

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난 유형별(경보 기준 포함)�자료를 도출하였음

◦ 세부재난유형에참고할수있는일반통계자료는특정재난유형시나리오상황
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임

‐ 자연재난 중 일부 재난 유형은 발생과 원인 그리고 해당 유형과 강한 연관
성이 있는 통계자료를 상세하게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풍수해ㆍ태풍,�대설,�지진,�폭염 등의 자연재난은 업무 기준이 명확하고 자
료 관리주체도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남.�따라서 자료의 구축 역시 지속적으

로 관리되고 있음

‐ 하지만 시설물,�대형화재,�교통 관련 재난은 대응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며
사고 원인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예를 들어 시설물은 화재와 붕괴 등 사고원인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다르고 자료 또한 제한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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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분류 세분류 내용 출처

재난
세부
유형

폭염
원인 및 피해증폭 지표 -�일 최고기온,�연 최고기온 기상청

피해 지표 -�사상자 수 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 경보 기준 -�일 최고기온/최고열지수 지속기간 기상청

시설물
(대형
건축물
붕괴)

원인 및 피해증폭 지표 -�붕괴위험건수(건물유형 및 용도/사고유형) 서울통계연보

피해 지표
-�사상자 수(전체/유형별) 서울통계연보

-�복구비용 -

재난 경보 기준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등급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대형
화재

원인 및 피해증폭 지표 -�사고원인별 건수(가스/전기/산불) 서울통계연보

피해 지표

-�사망 및 실종자 수 서울통계연보

-�이재민 수 서울통계연보

-�부동산/동산 피해 서울통계연보

재난 경보 기준 -�화재 크기 및 사상자 수에 따라 구분 서울 소방재난본부

교통
관련
재난

원인 및 피해증폭 지표
-�사고유형별 건수(차-차/사람/단독) 서울통계연보

-�밀도(인구/자동차/도로연장/시가화 면적당) 서울통계연보

피해 지표 -�시상자/밀도/연령 서울통계연보

재난 경보 기준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구분 세분류 자료 내용

재난
전반

정책 및
역량 강화

-�도시안전정책 핵심과제 수행 건수 -�불공정 하도급 현장점검 개소 수

-�정보화 시스템 가동률 향상 -�보도 불편사항 정비 건수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보급대수/보급률 -�보도 포장 관리 및 보수

-�소방차량 노후율 -�재난위험시설 해소 수

[표 4-6]�재난 전반에 참고할 수 있는 일반통계 자료 현황(연관)

(3)�서울시 성과관리계획과 예산서 작성에 활용된 일반통계 자료의 적용방안

◦ 서울시 실․국별 성과관리에 활용되는 지표와 상황특성 자료의 연계성을 검토함
‐ 서울시 실․국별 성과관리계획과 예산서 작성에 활용되는 지표 자료를 재난

전반과 재난 유형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일반통계 자료 중에서 연관 자

료를 중심으로 도출함

‐ 해당 자료 목록은 연도별로 작성되어 있어 향후 시나리오 작성을 위하여 반
영할 필요가 있음

‐ 재난 전반에 참고할 수 있는 연관 자료를 정책 및 역량 강화와 훈련 및 교
육 부분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해당 지표들은 특정 재난 유형에 얽매이지

않으며,�모든 재난 유형의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 작성 시 검토될 수 있는

자료 목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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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분류 자료 내용

재난
전반

정책 및
역량 강화

-�시립병원 확충 병상 수 -�학교보안관 배치된 안전한 학교 수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하도급 대가지급 확인시스템 적용률

-�전문 치료프로그램 운영 건수 -�기획단속 등 수사사건 송치율

-�소방관서 신설 및 재건축 -�건설자재 품질시험·현장점검 건수

-�소방헬기 현장 20분 이내 도착률 -�안전관리 모범업소 인증

-�구급현장 5분 이내 도착률 -�건설공사 자체설계 시행실적

-�생활안전대 5분 이내 도착률 -�건설공사 계약금액 개선 건수

-�소방관 1인당 인구수 -�보행친화도시사업 조성 개소 수

-�중증 외상환자 응급처치 적정 시행률 -�친환경 도로 공간 조성 추진율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발생률 -�친환경 도로포장 실적

-�의료상담 품질평가 지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추진율

-�노상 적치물 정비 건수 -

훈련 및
교육

-�시민 생활민방위교육 체험 만족도 -�특수구조 전문능력 교육 이수율

-�시민안전 체험교육 만족도 -�전문 소방인력 양성

-�여성안전리더 양성 -�민간분야 준 소방력 양성

-�시민 안전체험교육 참여인원 -�소방공무원 비리조사 결과 적출사항 조치율

-�재난예방 소방홍보활동 건수 -�일상감사 실시 건수

-�위기상황대비 실질적 을지연습 평가결과 문제점 개선 반영률 -�현장지휘관 리더십 과정 이수율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의 만족도 -�시민 안전체험교육 학습

-�전문위탁교육 수료인원 -

출처:�서울시 성과관리계획(내부자료),�서울시 예산서(http://finance.seoul.go.kr/archives/36067)

구분 세분류 자료 내용

재난
세부
유형

풍수해

-�빗물관리시설 설치 개소 수 -�지상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

-�노후 하수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빗물저류조 설치 개소 수

-�하수관로 통수능력 향상 -�수해방지시설 조성사업 공정률

-�하수관로 통수능력 향상 및 노후관 정비 -�하천 준설

-�빗물펌프장 시설능력 향상 개소 수 -�저수로 정비 준설량

-�주요 침수취약지역 해소 실적 개소 수 -�제방·접근통로 안전등급

지진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활용실적 -

산사태
-�산사태 피해저감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율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국제 산사태 자문단 구성,�운영 -

설해 -�염화칼슘 사용량 감소율 -

대형화재 -�화재 신고접수시스템 가동률(119) -

환경오염

(수질오염사고)

-�생활환경개선 환경오염 측정건수 -�중랑/난지 처리구역 방류수질(BOD)

-�도로 및 대기질 환경개선 유해물질 검사건수 -�미세먼지 오염도

-�환경오염물질 검사실적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추진량

-�환경오염물질 검사 건수 -�방류수질 오염도(BOD)

-�환경측정소 운영실적 -

-�좋은 물 등급(Ⅱ)�해당 하천 지점 수 -

[표 4-7]�세부 재난 유형에 참고할 수 있는 일반통계 자료 현황(연관)

◦ 세부재난유형에참고할수있는지표자료들은특정재난유형시나리오상황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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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분류 자료 내용

재난
세부
유형

대형화재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 -�화재피해복구 지원 세대수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 -�소화전 설치율

-�저소득층 화재피해 복구 지원 -

도로/상수도/
아파트/지하철
공사장 붕괴

-�건설공사장 재해율 -�안전문화 확산 및 개선사항 현장 적용 수

-�공사장 안전점검 조치율 -

교통 관련 재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개소 수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건수

-�도로시설물 등 안전관리(안전도 확보) -�교통신호 정지율 개선

-�노후 도로시설물 안전등급 확보율 -�네트워크 증대 및 상습정체 개선 도로 수

-�교통사고 개선지점 사고 감소율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신종 미량 유해물질 실태조사 항목 수 -

한강교량
대형사고 -�한강교량 안전점검 용역 -

한강수난사고 -�수난구조 현장 5분 이내 도착률 -

상수도 누수 -�상수도관 누수 복구 건수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가구 수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지하도상가 개·보수 건수 -

감염병

-�예방접종률 -�식중독·감염병 예방실적 및 도시방역·인수공통질병 검사건수

-�감염병 보균검사 검진율 -�도시방역·인수공통질병 검사건수

-�미생물 및 전염병 예방검사실적 -�결핵진료 및 검사실적

-�인구 백만 명당 식중독 발생환자 수 -�결핵특화프로그램 운영 횟수

농수산물

유통마비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시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건수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실적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건수 -�농·수산물 및 한약재 안전성 검사건수

-�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검사 -�식․의약품 및 한약재 안전성 검사실적

-�식품수거검사 부적합률 -�유통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건수

가축질병 -�도시방역·인수공통질병 검사건수 -�식중독·감염병 예방실적 및 도시방역·인수공통질병 검사건수

출처:�서울시 성과관리계획(내부자료),�서울시 예산서(http://finance.seoul.go.kr/archives/36067)

2)�서울시 특정 재난 유형에 대한 취약성 분석 자료

◦ 재난 유형별 재난 피해의 지역적 취약 정도는 피해상황 상정의 유용한 근거임
‐ 취약성 자료는 상대적으로 일반통계 자료보다 수집이 쉽지 않은 자료이며,�
원하는 시나리오 연구 목적에 적합한 취약성 분석 자료를 찾는다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함.�따라서 특정 재난 유형 시나리오 목적에 맞게 일반통계 자료

를 활용하여 재생산할 필요가 있음

‐ 그 예시로 (1)�폭설,� (2)�위험물질,� (3)�화재를 대상으로 일반통계 자료를 구
축하고,�그것을 바탕으로 취약지역 또는 취약시설을 분석해가는 과정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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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자료명 자료형태 출처

대상지 -�분석대상지 경계 shp+공간정보 통계청,�행정자치부

건물 -�건물 도형,�용도,�높이 shp+공간정보 통계청,�행정자치부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학교,�공원,�도로 shp+공간정보 행정자치부,�서울시

[표 4-8]�폭설 취약지역 분석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된 자료

[그림 4-3]�특정 재난 유형의 취약성 자료 구축 과정

(1)�폭설 취약지역 연관 자료의 적용방안

◦ 간선도로 중심의 폭설 대응체계의 사각지대인 생활도로의 취약성을 파악함
‐ 폭설로 인하여 서울시 일부 지역이 고립되는 재난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도로의 문제점을 시나리오상에 상황 메

시지로 상정하고자 함

‐ 다양한 위험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폭설 취약지역을 일반통계 자료로 분
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분석의 목적은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지 주변의 생활도로
를 대상으로 폭설 취약지역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 분석의 목적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된 자료는 다음과 같음



04�서울시 재난사고 현장대응자료 현황 /�75

구분 세부 자료명 자료형태 출처

도로 -�도로 자료 shp+공간정보 행정자치부,�서울시

수치지형도 -�표고,�향,�경사 위성영상 국토지리원

제설함 -�제설함 위치 shp+공간정보 서울시,�현장조사

◦ 종합적으로검토된자료중최종적으로사용할자료를선택하고,�분석을실시하여
취약성 자료를 도출하도록 함

‐ 종합화된 폭설 취약 생활도로 자료는 지역 특성이 반영되어 소방차량 진입
불가와 같은 2차 위험요인 상황을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음

�

[그림 4-4]�취약성 자료를 시나리오 상황에 적용:�폭설 예시

(2)�위험물질 취약지역 연관 자료의 적용방안

◦ 위험물질 시설은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대형화재,�대형 건축물붕괴,�지진 등다
양한 재난과 연관됨

◦ 서울시 위험물질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하고,�해당 물질의 특성
에 따라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자 함

‐ 분석의 목적:�발생 시설에서 영향 반경을 검토하고,�그 범위 안에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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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자료명 자료 형태 출처

위험물질
시설

-�위험물저장소 shp+공간정보 서울시 내부자료
-�주유취급소 shp+공간정보 서울시 내부자료
-�일반판매취급소 shp+공간정보 서울시 내부자료
-�유독물취급소 shp+공간정보 서울시 내부자료

보호
시설

주거시설
-�주택 shp+공간정보 행정자치부
-�공동주택 shp+공간정보 행정자치부

교육시설
-�유치원 shp+공간정보 교육청
-�학교 shp+공간정보 교육청

보육시설 -�어린이집 shp+공간정보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노인 shp+공간정보 서울시
-�장애인 shp+공간정보 서울시
-�아동 및 청소년 shp+공간정보 행정자치부

문화재 -�문화재 shp+공간정보 문화재청
의료시설 -�병·의원 shp+공간정보 중앙응급의료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shp+공간정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환경

인구

-�상주인구 shp+공간정보 서울시
-�유동인구 shp+공간정보 서울시,�통계청
-�노인 및 어린이 shp+공간정보 서울시
-�독거노인 shp+공간정보 서울시

사회․경제
-�기초생활수급자 shp+공간정보 서울시
-�장애인 shp+공간정보 서울시
-�1인당 지방세액 shp+공간정보 서울시

주택

-�단독 shp+공간정보 통계청
-�아파트 shp+공간정보 통계청
-�연립 shp+공간정보 통계청
-�다세대 shp+공간정보 통계청
-�보급률 shp+공간정보 통계청

-�에너지사용량 shp+공간정보 서울시

대응력
-�도로 면적 shp+공간정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공무원 shp+공간정보 서울시

[표 4-9]�위험물질 취약지역 분석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된 자료

보호되어야 하는 시설들과 그 수를 도출하고자 함

‐ 서울시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대상지와 영향을 미치는 보호시설들을 시나리
오에 반영할 수 있음

◦ 서울시 위험물질 시설분포실태를살펴보기 위하여종합적으로검토된자료는다
음과 같음.�위험물질 시설,�보호시설,�지역 환경으로 구분하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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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으로검토된자료중최종적으로사용할자료를선택하고,�분석을실시하여
위험물질 취약성 자료를 도출하도록 함

‐ 위험물질 시설을 중심으로 현재 법적으로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수를 대략적으로 도출할 수 있음.� 이러한 보호시설은 시나리오

상에서 2차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그림 4-5]�취약성 자료를 시나리오 상황에 적용:�위험물질 예시

(3)�화재 취약지역 연관 자료의 적용방안

◦ 화재는시설물붕괴,�서비스마비등다양한재난의원인이될수도있으며,�지진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의 연쇄 피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서울시에특정지역대형화재가발생한상황을가정하고,�화재에따라서피해가증
폭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대상지를 검토하고자 함

‐ 분석의 목적:�화재에 따라서 피해가 증폭될 수 있는 원인을 ①�화재에 지역
환경이 취약한 행정동,�②�화재에 소방대응이 취약한 행정동으로 구분하여

도출하고자 함

◦ 화재취약지역분석을위하여종합적으로검토된자료는다음과같음.�화재특성,�
소방환경,�소방력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구축함



78�/�현장대응자료 연계 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 개발방안

구분 세부 자료명 자료형태 출처

화재
특성

-�발생 위치 shp+공간정보 서울 소방재난본부
-�화재 출동 건수 shp+공간정보 서울 소방재난본부
-�화재 발생 밀도 shp+공간정보 서울 소방재난본부
-�인명 및 재산 피해 shp+공간정보 서울 소방재난본부

소방
환경

인구

-�인구 shp+공간정보 서울통계
-�시가화 인구밀도 shp+공간정보 서울통계
-�65세 이상 인구 shp+공간정보 서울통계
-�5세 미만 인구 shp+공간정보 서울통계
-�5세 이상 17세 미만 인구 shp+공간정보 서울통계

물리/시설

-�소방 대상물 shp+공간정보 서울 소방재난본부
-�위험물 시설 shp+공간정보 서울 소방재난본부
-�119안전센터 소방인력당 소방대상물 shp+공간정보 서울 소방재난본부
-�소방용수 시설 shp+공간정보 서울 소방재난본부
-�전체 건물 shp+공간정보 행정자치부
-�주택 소계 shp+공간정보 행정자치부
-�10년 이상 건물 shp+공간정보 건축물 대장
-�위생업소 shp+공간정보 서울통계
-�10층 이상 건물 shp+공간정보 서울 소방재난본부

교통 -�19~20시간대 6분 초과 도달 도로 비율 shp+공간정보 국가교통DB센터

사회/경제

-�관할 시가화 면적 shp+공간정보 행정자치부
-�세대 shp+공간정보 서울통계
-�세대당 인구 shp+공간정보 서울통계
-�장애인 인구 shp+공간정보 서울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인원 shp+공간정보 서울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shp+공간정보 서울통계
-�여성가장 가구 shp+공간정보 서울통계
-�사업체 shp+공간정보 서울통계
-�지방세 shp+공간정보 서울통계

소방력

소방자원
-�안전센터 현원 shp+공간정보 서울 소방재난본부
-�1인당 담당인구 shp+공간정보 서울 소방재난본부

대응성과

-�화재 출동·도착 평균소요시간 shp+공간정보 서울 소방재난본부
-�화재 진압 평균소요시간 shp+공간정보 서울 소방재난본부

-�화재피해경감액 합계 shp+공간정보 국가화재정보센터

-�구조실적 소계 shp+공간정보 국가화재정보센터

[표 4-10]�화재 취약지역 분석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된 자료

◦ 종합적으로검토된자료중최종적으로사용할자료를선택하고,�분석을실시하여
취약성 자료를 도출하도록 함

‐ 화재에 지역 환경이 취약한 지역은 시나리오 대상지를 위하여 검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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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화재와 관련이 있는 각종 소방 환경 지표들은 피해가 증폭될 수 있는

요인임

[그림 4-6]�취약성 자료를 시나리오 상황에 적용:�화재 예시(1)

‐ 시나리오 대상지에 대한 소방대응 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화재와 관련
이 있는 각종 소방력 지표들은 소방대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임

[그림 4-7]�취약성 자료를 시나리오 상황에 적용:�화재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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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대응절차 자료

◦ 대응절차 자료는 현장대응 관점에서 기존 재난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반복
하지 않기 위해서 역량 및 초기대응 강화의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임

◦ 서울시 내부 문서 중에서 대응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함
‐ 서울 소방재난본부 및 안전총괄본부의 내부 문서인 1)�소방 대응력 현황,�
2)�화재 대응 1~2단계 현장운영 일지와 결과보고 자료,�3)�화재방어검토회의

자료,� 4)�실제 재난 대응자료를 분석하여 도출된 시사점들은 시나리오 작성

시에 훈련의 목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데 적용할 수 있음

[그림 4-8]�시나리오와 연관이 있는 대응절차 자료 도출 과정

1)�소방 대응력 현황

◦ 1차 대응의 핵심기관인 소방재난본부의 대응 자원은 검토해야 할 주요 현황임
‐ 소방은 거의 모든 재난 유형을 대상으로 1차적 대응을 하는 부서로 재난

대응의 핵심기관임.�따라서 소방대응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인력,�자원,�

기준,� 역량(성과)� 등의 핵심 대응절차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분석결과를

시나리오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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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소방 대응력 관련 대응절차 자료를 시나리오에 적용

(1)�소방 관할구역 및 출동 여건 검토

◦ 소방재난본부 119안전센터의 출동 여건은 초동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임
‐ 서울 소방재난본부 내부 자료인 근거리 소방력 우선 집중 투입 지침의 인접
지역 1차 출동은 119안전센터 자료에 따라서 초동대응이 결정됨.�이는 재난

발생 장소를 서술해야 하는 시나리오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서술할 때

가장 먼저 도착해야 할 관내 119안전센터를 명시할 수 있고,�현실감을 높일

수 있음

‐ 관할경계 내의 특정 동 지역에 대하여 관할경계 밖과 인접한 선착대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역과 119안전센터를 검토함

‐ 예를 들어 명일동 남측 일부는 고덕 119안전센터 관할 내 경계임.�하지만 거
리로 따지면 길동 119안전센터가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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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자료명 자료 형태 출처

교통량 -�표준노드 링크별 1분 단위 네트워크 평균속도 shp+공간정보 국가교통DB센터

출동 -�구조출동 데이터,�화재데이터 shp+공간정보 서울 소방재난본부

소방 -�119안전센터 입지 shp+공간정보 서울시 내부자료

[표 4-11]�재난 유형별 도착 소요시간 분석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된 자료

[그림 4-10]�소방 대응력 관련 대응절차 자료를 시나리오 상황에 적용:�선착대 검토 예시

(2)�교통 관련 자료와 소방 지연도착 검토

◦ 서울시(2016)18)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이 연구 목적에 맞게 재검토함
‐ 소방대응의 핵심은 초동대응이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여건이 핵
심임.� 따라서 소방대응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교통여건을 검토하여 향후 시

나리오 작성 시 재난 유형별로 발생하는 시각에 따라 소방대응의 어려움을

논리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음

◦ 검토된 재난유형은특정 시설이나장소와관련이 있는재난이며,�이와 연관이 있
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봄

18)�서울특별시(2016),�2016�서울시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대응 표준행동절차서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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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자료명 자료 형태 출처

대상시설

-�공동구 -�소방차 불통지역

shp+공간정보

행정자치부
서울 소방재난본부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종합적으로 검토 후,
입지 구축

-�도로터널 -�대형 건축물
-�지하도 상가 -�공연 행사장
-�지하철역 -�승강기 정전
-�문화재 -�한강 교량
-�노인 및 어린이 시설 -

◦ 구조출동데이터,�사고발생위치,�소요시간,�교통자료를활용하여서울시전체의
소방대응 지연도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도출함

[그림 4-11]�소방 대응력 관련 대응절차 자료를 시나리오 상황에 적용:�지연도착 검토 예시

◦ 서울시의 대형 건축물붕괴 시나리오상황을가정하여 소방대응가능성을 검토하
였음

‐ 분석의 목적:�서울시 대형 건축물 중에서 교통 여건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
를 반영하여 지연가능성이 높은 대상과 그 현황을 검토하였음

‐ 예를 들어 교통여건이 가장 취약한 오후 7시 시간대에 대형 건축물이 붕괴
된 상황을 가정하는데,� 소방대응이 아무런 장애 없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작성된다면 이는 서울시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시나리오

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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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상세 문제점 상황

접근성
(교통)�
측면

물리적 여건

도로협소

-�초기 현장 접근의 성패
불법 주정차

도로결빙

교통 혼잡 -

운전 대원
역량 문제

지리 숙지 미흡
-�선두차량의 지리 미숙은 후속차량의 지연으로 연결

정차 위치(판단)�미흡

정보
전달
측면

신고자와 지령과의
의사소통 문제

사고위치(주소)�판단 미흡 -�신고자와 가능한 통화상태 유지,�정확한 정보 습득
노력 요구현황 및 기타정보 판단 미흡

지령과 현장과의
의사소통 문제

현장에 잘못된 정보 제공 -�초기 상황판단 저해

중복 지시 -

지나친 무전(多)
-�혼란한 정보,�판단 저해
-�다양한 무전망에 따른 어려움

[표 4-12]�시나리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위험요인

[그림 4-12]�소방 대응력 관련 대응절차 자료를 시나리오 상황에 적용:�대형 건축물 붕괴 예시

2)�화재 대응 1~2단계 현장운영 일지와 결과보고 자료

◦ 현장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현장운영 일지 및 결과보고 자료의 활용성을 검토함
‐ 실제 화재 발생 상황에서 오갔던 무전내용과 대응상황,�그리고 결과보고를
기초로 작성한 자료임.�재난대응 관점에서 시나리오상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2차 위험요인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접근성,� 정보전달,� 화재진압,� 장비운용,� 현장운영,� 협조체계,� 기타 측면에서

시사점을 취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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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상세 문제점 상황

정보
전달
측면

지령과 현장과의
의사소통 문제

비효율적 정보 전달 체계
-�일부 최일선 구조대의 경우,�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재해 지령에서 직접적인 지시 불가능(안전센터
를 한번 거쳐야 함)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현장 지휘 내용 전달 미흡 -

지휘권 이양 전달 미흡 -

대응 단계 변경 전달 미흡 -

인명(주민)�
의사소통 문제

대피 명령 전달 미흡 -�주민센터 협조 미흡

유관기관
의사소통 문제

연락관(체계)�미구축 -�유관기관 협조 미흡

화재
진압
측면

방수(살수)�문제

초기 소방용수 확보 -�인근 소화전 부재 등
-�접근성 측면의 문제(차량 진입 불가)진압 중 용수 부족

송수관 연결 어려움

-�인근 소화전 부재 등
-�특수현장 화재에서 송수관 연결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지하철 등)
-�현장 대원의 실수

수압 조절 어려움 -�수압 조절에 따라 화재진압 성패 결정

진압 방법 판단 미흡
-�진압 방법에 따라 화재진압 성패 결정
-�특수 현장에 대한 대원의 사전지식 미흡(지하철,�

주변 위험시설 등)

실종자 수색 문제 현장 식별의 어려움
-�화염과 연기로 접근 불가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 문제와 연결 가능

장비
운용
측면

장비 고장
차량 및 소방 장비 고장 -

무전장비 고장 -�의사소통 문제

장비
운용 문제

장비 지원 미흡
-�고가차,�굴절차,�굴삭기,�헬기 등
-�접근성의 물리적 여건과 연결 가능

장비 활용 미흡 -�영상전송장치 등 고가장비 활용 미흡

현장
운영
측면

공간 문제

현장지휘소 입지 적절성 미흡 -�현장과 너무 가깝거나 멀 경우,�문제 발생,�적정한
위치 선정(안전성과 시야)응급 의료소 입지 적절성 미흡

휴식 공간 미흡 -�대원의 사기 저하

역할 및 분업/
지원 문제

진압 지원을 위한 분업 미흡
-�의사소통 문제
-�의용소방대,�자율소방대의 역할 및 활용미흡
-�유관기관 협조 미흡

통제선 설치 미흡 -�진압의 효율성 및 2차 피해와 직결

물자 지원 미흡 -�식수 및 식사 지원 미흡

협조
체계
측면

유관기관 문제

협조 지연

-�특수(위험)�시설 및 시설물 제어 문제는 화재 진압
의 성패와 연결

-�도착 지연:�의사소통 및 접근성 문제와 연결 가능
-�전력 및 가스 담당자,�경찰 및 군,�의료서비스,�

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 등

전문성 미흡
-�화재 상황은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떨어

뜨릴 수 있음(위험인식,�긴장감 등)

안전의식 미흡
-�유관기관의 안일함으로 인하여 피해 확산 또는

현장 대응의 어려움 발생

기타
측면

불가항력적인
요인 문제

2차 피해 발생(확산)
-�화재진압 중 붕괴 또는 2차 폭발 문제:�대원 생명과

직결

취약 주변 현장 -�목조구조,�전선(전신주),�화염과 연기,�낙하물

인원 문제 현장대응 인력의 절대 수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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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재방어검토회의 자료

◦ 향후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회의자료를 분석하여 활용성을 검토함
‐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 시행되는 화재방어검토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요 사항
은 재난 현장과 지휘 및 지원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총 망라

되며,�이는 곧 시나리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위험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음

‐ 종합방재센터의 정보 전달,� 현장진입 시 장애요인,� 선착대 역할,� 무전보고

문제점,� 현장지휘 주요 임무,�상황파악 및 보고,� 진압 활동 시 주요 임무,�

유관기관 협업,�이재민 및 주민대피 조치 등으로 임무별 역할 수행과 현장

대응의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임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종합방재센터
-�출동지령 변경

상황파악
및 보고

-�사전정보 입수 지연

-�화재지점 파악-�중요정보 전달 미흡

-�상황판 설치

현장진입

-�진입로 문제

-�통신요원 역할
-�차량 배치 문제

-�운영일지 기록 미흡

선착대

-�선착대장 역할

진압

-�소화전 점유 및 물 공급

-�선착대 역할 -�초동조치

-�선착대의 후착대 보고 미흡 -�사고 확산 요인

무전보고 -�무전보고 혼선 및 과도 -�장비활용 장애요인

현장지휘

-�지휘대장 역할 -�대원 안전 문제

-�대원 역할분담 및 배치 -�대원 활동 지원

-�현장지휘소 설치

기타

-�유관기관 협업

-�현장 관리 -�이재민 및 주민대피 조치

-�대응단계 원칙 준수 -�자율소방대 활동

[표 4-13]�화재방어검토회의 주요 논의 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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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제 재난 대응자료

(1)�언론보도 자료에 대한 기초 검토

◦ 서울시 재난대응 표준행동절차 13개의 적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자
료를 분석함([부록 10]�참조)

◦ 전반적으로 장기간의 다양한 대응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긴급통신 지원’과 ‘에
너지 공급기능복구’에 대한기사는상당히부족하고 ‘시설응급복구’,�‘재난관리자

원 지원’,� ‘교통대책’�분야도 부족한 실정임

(2)�실제 재난 및 안전사고 사례

◦ 언론보도를통해전반적인사항을파악할수있으나상세한대응현황을살펴보기
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기존의 서울시의특수한상황이잘반영된,�실제 발생했던재난및안전사
고 문서사례를 검토함

‐ 백서로 작성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서울시 대응부서 관계자들의 SNS�

상 대화내용을 참고한 상왕십리 열차추돌사고,�사당 체육관 붕괴사고,�어린

이대공원 사육사 사고,�중국 버스추락 사고 등 사례를 참고함

◦ 상기 사례들을 통해 피해의 진행은 반드시 전형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해당 유형들은 예측이 쉽지 않은 피해 발생 상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세부상황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는 대응상황이 상세하며 2차 피해도 확인할 수 있음
‐ 집중호우로 한강수위가 높아지면서 송수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임
‐ 재난상황보다는 대응상황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으며,�특수한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2차 연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음

‐ 특히,�사고 상세 원인조사,�장례지원,�보상협의 등 사건 대응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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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상황내용 대응내용

7월 15일
16:50

-�사고 발생 -

17:25�~�17:35 -
-�서울종합방재센터 사고 신고

-�상수도사업본부 사고 사실 인지

17:36�~�18:30 -�사고자 1명 구조 및 병원 이송

-�동작소방서 구조대원 현장 도착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보고.�동작소방서 본대 도착

-�재난대응 1단계 발령.�각�기관에 전파

-�동작소방서장 현장 지휘.�서울종합방재센터에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원 출동 요청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현장 지휘소 설치

-�서울소방재난본부 상황 보고.�본부의 긴급구조지휘대 현장 출동 지시

-�서울시 재난지휘버스 출동

-�실종자 구조를 위한 수중영상장비를 활용해 작업구 탐색.�한강유역
인명 탐색

-�노량진 배수지 연결관로 육상 작업구 배수 작업 시작

-�한강홍수통제소에 팔당댐 방류량 감소 요청

-�경찰,�구청 등 유관기관 인원과 차량 현장 도착

-�공보담당 동작소방서 1차 언론브리핑 시작

7월 16일
00:54�~�1:00

-�한강수위 감소 -�수중영상 및 한강수변 인명 탐색 실시

10:00�~�16:40 -
-�유가족 면담

-�진흙 제거 차량 지원

16:50�~�22:00 -�작업구 폐쇄 작업 최종 완료
-�구호물품 전달

-�장례식장 및 유가족 지원

7월 17일
05:00

- -�유가족 면담

07:05 -�실종자 발견 -�실종자 발견 보고 및 수습

12:13 - -�장례식 지원을 위한 비상대책반 가동

14:00 -�실종자 안치 -

7월 18일
01:02�~�07:59

-
-�재난대응 1단계 발령 해제

-�노량진 배수지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TF�구성

7월 19일
08:00�~�19:30

-

-�사고자 부검 의뢰

-�서울시 조사과 사고 현장 감사 시작

-�유가족과 장례 및 보상 1차 협의

[표 4-14]�서울시 실제사례:�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일부 요약)

◦ 상왕십리 추돌사고는 교통시설의 사고이며 2차 피해와 연관사항을 볼 수 있음
‐ 열차 안전거리 유지 시스템 작동 이상으로 열차끼리 추돌했던 사고임
‐ 교통 그리고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연쇄 사건
과 실제 대응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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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교통 대책과 모니터링,� 메시지 홍보,� 언론 동향 파악 등 사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음

시간 상황내용 대응내용

5월 2일
15:32�~�16:35

-�상왕십리역 내선 제2258열차와
후속 제2260열차 간 접촉

-�을지로입구역 ~�성수역 간 운행중단

-�경찰,�소방대원 출동하여 승객안전유도 조치

-�외선 운행재개.�내선 열차안전점검 후 회송조치

-�감사관에서 사고현장 및 관제센터에 조사팀 파견

-�부상자 이동상황 파악 요청.�사고원인 및 복구 소요시간 예측

-�언론창구 단일화 및 부상자 수 등 정확한 정보 파악

16:36�~�17:36

-�열차 간 200m�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ATS�시스템
작동이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차량연결기 파손 및 열차 2량 탈
선으로 복구시간 2시간 예상

-�부상자 116여 명 구급차 이송

-�승객 대피 및 병원 이송.�경미 부상자 귀가 시 인적사항 파악

-�열차이용 승객 버스 이용 안내.�노선버스 증차

-�언론보도 내용 점검에 따른 부상자 숫자 통일 및 현장 설명

-�구급차 지원 조치,�부상자 입원병원 파악 및 직원 배치

-�주변 교통상황 모니터링 및 VMS,�BIT,�트위터 등 교통 관련 매체를
통한 안내 홍보

-�SNS�모니터링.�방송상 왜곡정보 확인조치

-�방송자막용 교통대책 내용 준비

-�버스 증차,�우회노선,�개통가능 시기 공유

-�국토부 열차추돌 중앙사고대책본부 구성 여부 논의

-�브리핑 방안 논의 및 브리핑 시간 공지.�현장지휘소 설치

-�택시 공급 확대

-�부상자 이송 병원에 관계자 파견,�환자 파악 및 치료 안내

-�역 직원들 병원에서 환자 상황 파악

-�언론에서는 추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메트로에서는 “접촉”이라는
표현 사용,�메시지 수정 요청

17:36�~�18:36
-�12개 의료기관 입원 및 치료 후

퇴원자 총 167명

-�재난규모에 따른 재대본부장 격상.�브리핑 실시

-�언론보도내용 모니터링 및 공유

-�치료비에 대한 시의 지급 보증 및 사후 정산 처리

18:36�~�19:36 -
-�병원별 부상자 처리 상황 보고

-�현장정리 및 환자 이송으로 경찰 교통정리 참여

19:36�~�23:56
-�240명 내원,�59명 입원,�181명

귀가
-�병원별 부상자 처리 상황 보고

00:10�~�00:23 - -�선두열차 및 뒷열차 성수역 무사 유치 완료.�내선열차 운행재개

5월 3일
09:42�~�17:06

-

-�시장 병원 방문 및 간병인 지원 요청 수락

-�장기입원 예상환자에 대한 보상 방안 강구

-�브리핑 수행

[표 4-15]�서울시 실제사례:�상왕십리 추돌사고(일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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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상황내용 대응내용

2월 11일
17:32�~�17:58

-�사당붕괴사고 발생

-�현재 매몰자 2명으로 확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장비 지원 요청.�현장접근 교통편 요청
-�주변지역에 장비 지원(백호우 및 덤프트럭)�조치 완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추가장비 지원(절단기,�유압잭등)�요청 및 조치 완료�
-�재난지휘버스 대기 중.�현장에서 브리핑 준비 완료
-�구청에 피해자 가족 케어 준비 요청 지시
-�현장에 필요한 장비 재조사.�현재 현장상황 제공 요청
-�덤프트럭,�카고크레인,�유압잭,�절단기 현장 수배 중,�백호는 사고현장

조치 완료

17:58�~�18:31

-�현재 구조상황 총 9명 매몰(2명
완전매몰)

-�5명 구조,�4명 구조작업 중

-�현재 7명 구조완료

-�병원 이송 7명,�보건소 이송 1명

-�서울 적십자사,�건설협회에 지원 요청.�군 병력이 필요 시 요청 검토
-�수방사령관과 협조,�현장 확인팀 파견 및 출동병력 대기
-�불충분하고 정확하지 않은 주민인터뷰 내용 방송
-�YTN�기자 브리핑 내용 9명 매몰,�8명 구조
-�주요 방송사 도착
-�백호 3대,�유압잭 2대,�덤프 2대,�크라셔 1대 사고현장으로 이동
-�지속적으로 구조자 병원 입원 현황 파악 중

18:39�~�18:41 -�9명 모두 구조,�사망자 없음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 의원들께 상황보고 중

18:42�~�19:21

-�9명 모두 구조가 아니고 현재
구조 진행 중

-�현재까지 11명 구조 후 이송
완료,�계속 탐색 중

-�매몰자 혼선,�소방 보고에 의하면 10명 구조,�1명 탐색 중
-�매몰자 숫자에 대한 현장 진술 혼선(보도 중)

19:37�~�20:26
-�작업자 총 12명 중 1명은 공사

현장에서 나갔음.�11명 구조,�
최종 확인

-�인명구조견 2마리 현장 투입
-�급식차량 1대와 인원 8명,�응급구호품 30세트 지원
-�구조 대응 2단계 해제 및 상황종료

[표 4-16]�서울시 실제사례:�사당동 체육관 붕괴사고(일부 요약)

◦ 사당동 체육관 붕괴사고는 시공부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사고임
‐ 교통 대책과 모니터링,�메시지 홍보,�언론 동향 파악 등 사건 대응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음

◦ 어린이대공원 사육사 사고는 안전부주의가 원인으로 작용한 사고임
‐ 피해자 이송과 피해자 가족지원 등 사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
황들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음



04�서울시 재난사고 현장대응자료 현황 /�91

시간 상황내용 대응내용

2월 12일
15:15�~�15:47

-�피해사고 내용 최초 전파

-�사육사 병원 이송 중,�현재 의
식불명 상태

-�정확한 사고·발견·이송시간 등 상황파악 요청

-�피해자 가족에서 해당정보 제공 여부 확인

-�언론 대응 요청(대응방법,�한 통로,�전담 필요)

-�관리시스템 매뉴얼 파악 및 확인 요청

-�현장 CCTV�자료 확보 요청

-�정확한 사고·발견·이송시간 등 상황파악 확인 전달

-�현재 동물원 AI로 인하여 폐쇄 중,�모든 기자의 접근 차단 중

15:51�~�16:18
-�피해자 응급 치료 중

-�보호자 병원 이동 중

-�기자단의 지속적인 접근 요청

-�언론 브리핑에 앞서 모든 정확한 정보 수집 및 파악 필요

-�AI�공원 폐쇄로 브리핑 장소 섭외 및 확정 요청

-�피해자 가족 케어 중.�브리핑 준비 중

16:19�~�19:18 -�피해자 사망

-�유족 가족 지원(장례 방법,�절차 등)

-�언론사 대기 중.�1차 브리핑

-�유족에게 장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협의 지원

-�유족 사고 원인 및 CCTV�확인 재요청

-�2차 브리핑 시작

-�정보 전달 과정에서 유족과의 오해 발생(부검 여부 관련)

-�2차 브리핑 끝

[표 4-17]�서울시 실제사례:�어린이대공원 사육사 사고(일부 요약)

◦ 중국버스추락사고는서울시와구청소속공무원이중국연수중에발생한사고임
‐ 사고 발생지역이 국외인 관계로 정확한 정보 교환과 피해자 가족 지원에서
혼선이 발생한 사례임

시간 상황내용 대응내용

7월 1일
21:34

-�피해사고 내용 최초 전파

-�서울시 공무원 부상 2명,�
성동구청 공무원 1명 사망

-

21:49�~�21:58 -�부상 2명은 경상으로 확인

-�관계자(지자체별)�현지 병원 방문 조율 및 정확한 자료(현황)�수집

-�서울시 관계자가 행정자치부 상황실에 조사 파견 지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정보 전달

22:14�~�23:21
-�피해자 가족과 연락,�성동구

유족은 연락이 닿지 않아
직원이 직접 방문

-�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

-�현재 국가 기관에서 정보 공유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 발생

-�책임자 병원 방문 통제 중

7월 2일
07:41

- -�현재 피해상황 확인 및 전파

14:17 - -�피해자 및 유족 가족 현지 방문 준비

[표 4-18]�서울시 실제사례:�중국 버스추락 사고(일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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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재난사고 현장대응자료의 활용방안

◦ 시나리오관점에서상황특성자료(정량적자료중심),��대응절차자료(정성적자료
중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1)�상황특성 자료의 시사점

◦ 상황특성자료를바탕으로작성된시각화·공간화된자료는 시나리오의상황범위

를 검토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

‐ 시나리오 발생 및 피해 범위에 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사고 시나리
오 상황을 가정한다면,�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극한상황에

대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음

‐ 과거 통계에 기반을 둔 특정 재난 유형의 발생건수와 발생량,�사상자 범위,�
재산피해 범위 등을 분석하여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

정 상황에 적용함

[그림 4-13]�발생 및 피해 통계 분석 내용을 시나리오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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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의 상황은 지역특성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피해특성이 나타나야 함
‐ 시나리오에서 가정된 상황은 다양한 요인과 연계되므로 특정 재난 유형과

강하게 관련이 있는 재난 전반 관련 자료와 고유한 지역특성 자료가 검토되

어야 함.�특히 취약성 자료가 검토된다면 시나리오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시

킬 수 있음

‐ 예시)� 대형화재는 지역 소방 선착대의 도착 소요시간과 노후 건물 비율이

높을수록 피해가 증폭될 수 있음

‐ 예시)�지진에 취약한 지역을 분석하여,�해당 지역의 시나리오에 적용함

[그림 4-14]�취약성 분석의 결과를 시나리오에 적용

◦ 단편화된통계자료를조합하여분석된 결과를도출한다면시나리오상황의논리적
근거를 높일 수 있음

‐ 예시)�시간대별 교통량을 고려한 119안전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 비율
을 검토한다면 교통여건이 반영된 시나리오 상황을 기술할 수 있음

◦ 일부재난유형은재난의특성으로인하여정량적통계자료를확보하는데어려움
‐ 재난상황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량적인 자료로 구
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제한적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매뉴얼 작성의

목적으로 집계된 자료가 있지만,�이는 지속적으로 축적되지 못함

‐ 특정 재난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원인에 따라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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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주체가 다르므로 통계를 통합하여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정량적집계자료가존재하지않는재난유형의 경우,�준용해서살펴볼수있는다
양한 통계자료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예시)�농수산물 유통마비 피해범위를 집계한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농․수산물
유통량으로 준용하여 검토할 수 있음

2)�대응절차 자료의 시사점

◦ 대응절차 자료는 2차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에 유용함
‐ 소방 내부에 검토된 정성적 자료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시나리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특히 소방의 초기대응은 실제

재난 대응에서 피해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임

◦ 대응절차자료의 문제점(다양한 2차 위험요인)을 시나리오가정 상황에추가적으
로 적용하여 시나리오 훈련의 목적과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소방 대응력 현황에서는 지역별로 소방 여건(방재자원과 업무량),�그리고 황
금시간 달성에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교통여건에 편차가 있음을 확인함

‐ 대응 1~2단계 현장운영 일지와 결과보고에서는 접근성,�정보전달,�화재진압,�
장비운용,�현장운영,�협조체계,�기타 측면에서 시사점이 도출되었음

‐ 화재방어검토회의에서는 종합방재센터의 정보 전달,� 현장진입 시 장애요인,�

선착대 역할,�무전보고 문제점,�현장지휘 주요 임무,�상황파악 및 보고,�진

압 활동 시 주요 임무,�유관기관 협업,�이재민 및 주민대피 조치 등으로 임

무별 역할 수행과 현장대응의 장애요인이 도출되었음

‐ 언론보도 및 실제 재난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공통 협업 기능의 적용 사례
를 파악하여 대응임무를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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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핵심 대응요소 자료의 시사점을 시나리오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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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유형 분석의 시사점 구성요소

서울시
운용
현황

운용 근거

-�구체적 절차와 방식 정립 부재
-�현실감,�개연성 있는 상황 범위 검토
-�현행화된 방재자원과 계획 적용
-�교육과 훈련의 극대화

-�상황 설정
-�점검 목표 설정

운용 현황과
사례

-�목적과 취지에 맞는 시나리오
-�재난 유형별 시나리오 수준 편차
-�과학적 근거 부족
-�현장감,�현실감이 떨어지는 한계

-�주체별 대응절차
-�상황 설정
-�점검 목표 설정

실제
재난사고

사례

-�서울시 지역특성과 세부 상황 설정의 중요성(교육 및 훈련
에서 강조될 사항)

-�인과관계에 따른 2차 연쇄사건 설정 필요
-�표준행동절차와의 연계 필요

-�상황 설정
-�점검 목표 설정

의견 수렴

-�계획과 대응 내용의 연계
-�다양한 지역특성 반영
-�지역별 재난 대응 역량 편차가 존재함을 적용
-�인과관계에 따른 여러 가지 가정 상황 요구
-�논리적인 상황 범위와 타임라인
-�재난 유형별 시나리오 수준 편차

-�상황 설정
-�점검 목표 설정

운용
및

개발
사례

재난사고의
교훈19)

-�재난 및 지역 이해 부족,�자료 미비
-�매뉴얼 근거 미흡 및 숙지 부족,�훈련 부족
-�상황판단 미흡,�의사결정 지연

-�주체별 대응절차
-�점검 목표 설정

[표 5-1]�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 구성요소의 도출

05ㅣ�서울시재난사고시나리오의구성요소

1_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구성요소의 도출

◦ 재난사고사례및자료분석의 시사점을바탕으로시나리오의구성요소를도출함
‐ 실제 재난사례,� 시나리오 관련 연구 및 선진사례([부록 12]� 참고),� 서울시

운용현황,�재난사고 시나리오 관련 자료현황 등을 분석하여 서울시 재난사

고 시나리오의 운용을 위한 시사점이 [표 5-1]과 같이 도출되었음

‐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구성요소는 1)� 주체별 초기대응 절차 및 행동요령의

정의,�2)�상황 설정,�3)�지역취약도,�4)�점검 목표 설정,�5)�타임라인 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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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유형 분석의 시사점 구성요소

운용
및

개발
사례

재난
사고

시나
리오

�

사례

운용
사례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표준적 구성
-�점검 목표와 역량,�문제점 파악을 중심으로 구성
-�계획과 일치하는 타임라인형 대처
-�대형성 및 복합성(상황범위와 상황설정)을 강화한 대응과제
-�대응 직무 완결성 검증을 위한 활용
-�데이터 기반의 논리적 근거 강화,�위험 및 취약성 평가
-�다양한 지역특성 반영

-�주체별 대응절차
-�상황 설정
-�지역취약도
-�점검 목표 설정
-�타임라인 설정

역량
설정

-�재난관리를 위한 공통 및 목표 역량 목록의 구성 및 활용 -�점검 목표 설정

훈련
활용

-�지도 시각화,�지역 정보,�발생 상황,�대응 활동
-�지역별 목적 명시,�대응 활동별 훈련

-�주체별 대응절차
-�상황 설정

시나리오
플래닝 사례

-�리스크 도출,�공통 및 개별(임무 주체)�시나리오 평가
-�점검 우선순위
-�DB�구축,�미래 변화요인 검토
-�목적과 부합하는 핵심이슈와 트렌드
-�초점 명확화,�영향 요인 도출
-�타임라인별 배치

-�주체별 대응절차
-�상황 설정
-�점검 목표 설정
-�지역취약도
-�타임라인 설정

근거
자료

일반통계 및
취약성

-�정량적 DB�구축과 활용을 통한 근거성 확보
-�다양한 지역특성 반영

-�지역취약도

핵심 대응요소
-�정성적 DB�구축과 활용을 통한 근거성 확보
-�상황 범위와 설정,�2차 피해상황 상정

-�상황 설정
-�지역취약도

2_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 구성요소별 주요 내용

1)�주체별 초기대응의 절차 및 행동요령의 정의

◦ 복잡한 상황을 명료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재난사고 대응 주체별 대응을 정의함
‐ 복잡하고 돌발적이며 예측불가능한 재난사고 대응의 과정에서 주체별 초기
대응 절차와 상황판단 시점은 재난 유형별 황금시간과 더불어 재난 피해 확

산과 진압의 중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순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준임

◦ 주체별 초기대응 절차와 상황판단 시점 및 내용을 재난사고 시나리오에 반영함
‐ 대응의 주체는 (1)�시민,� (2)�시설 및 설비 현장담당자,� (3)�1차 대응기관(소
방),� (4)�대응기관(본청 재난대응 주무부서),� (5)�유관기관으로 구분

19)� [부록 11]에 정리한 자료로서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교훈을 요약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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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시간 순) 선택 가능한 상황판단 기준 행동요령 정의

①
초기대응

판단

-�본인이 안전한 상황 -�의사결정을 위한 상황판단 시점으로 넘어갈 수 있음

-�본인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 -�상황판단을 고려하지 않고,�대피가 최우선

[표 5-2]�시민의 초기대응 절차 및 행동요령의 정의

(1)�시민

◦ 시민의 일반적인 초기대응 절차와 상황판단을 해야 할 시점을 검토하여 대응
‐ 시민은 특수한 재난사고 상황을 제외하고,�재난사고에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주체임

‐ 시민은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다른 주체와 달리,�
본인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여 초기에 대처하고 대피하도록 함

[그림 5-1]�시민의 초기대응 절차 및 행동요령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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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시간 순) 선택 가능한 상황판단 기준 행동요령 정의

②
상황
판단

-�본인이 신체 상해를 입을 것이라 판단
되는 상황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주체에게 신고
-�단,�시민은 초기대응을 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직접 대응보다는 신고가 우선될 수 있음

-�직접 대응을 하더라도 본인이 신체 상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는 상황

-�재난상황 진압을 위한 행동 실시
예)�소화기를 활용하여 화재 직접 진압

③
상황
판단

-�시설 및 설비 현장담당자에게 신고

-�현장담당자가 존재하면 신고.�현장담당자가 있다면 1차�
대응기관보다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예)�대형 다중이용시설의 환풍기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현장담당자에 즉시 신고

-�1차 대응기관에 신고
-�현장담당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1차 대응기관에 신고

(2)�시설 및 설비 현장담당자

◦ 시설 및 설비 현장담당자는 시설관리 매뉴얼에 따라 초기 재난대응을 실시함
‐ 시설 및 설비의 현장담당자는 CCTV,�감지기 등을 통해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초기 재난상황을 인지할 수 있으며 재난대응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현장담당자는 해당 시설 및 설비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진행

[그림 5-2]�현장담당자의 초기대응 절차 및 행동요령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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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시간 순) 선택 가능한 상황판단 기준 행동요령 정의

①
초기대응

판단

-�직접 대응이 가능한 재난규모
-�직접 대응이 가능한 재난상황이며,�신고보다는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진압

-�직접 대응이 불가능한 재난규모
-�최초 피해가 중대하여,�대응이 어려움.�신속하게 1차

대응기관에 신고하여 협조체계 아래 대응 실시

②
상황
판단

-�초기대응 결과가 실패한 후,�
� �1차 대응기관 미도착 시

-�진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원 재난의 확산 또는
2차 연쇄 재난/사고 발생

-�즉시 1차 대응기관에 신고,�현황을 상세하게 전달

-�초기대응 결과가 실패한 후,�
� �1차 대응기관 기도착 시

-�진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원 재난의 확산 또는
2차 연쇄 재난/사고 발생.�이미 1차 대응기관이 접근
중이거나 도착

-�1차 대응기관에 협조하여 대응 실시

[표 5-3]�현장담당자의 초기대응 절차 및 행동요령의 정의

(3)�1차 대응기관(소방)

◦ 1차 대응기관은소방의 선착대로 지령을통해상황을 인지하고,�현장에서 대응함
‐ 1차 대응기관의 특징은 초기대응에 실패하더라도 대응단계에 따라 인력과

장비가 충원될 뿐 마지막까지 주도적으로 인명구조와 초기진압을 해야 함

‐ 초기대응 매뉴얼과 재난 유형별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진행

[그림 5-3]�1차 대응기관의 초기대응 절차 및 행동요령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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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시간 순) 선택 가능한 상황판단 기준 행동요령 정의

①
초기대응

판단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 대응 가능한
��재난규모

-�상황에따라필요한대응실시 예)�화재진압,�인명구조등
-�일반적으로 대응의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대응진압과�

지원 요청을 동시에 수행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재난규모

-�최초 피해가 중대하여,�대응이 어려움.�신속하게 인력
과 장비에 대한 지원 요청

-�대응단계에 따라 인력과 장비 결정
-�특수한피해가발생한경우,�본청또는유관기관에지원요청�

[표 5-4]�1차 대응기관의 초기대응 절차 및 행동요령의 정의

(4)�대응기관(본청 재난대응 주무부서)

◦ 재난 유형 매뉴얼과 표준행동절차([부록 10]�참조)에 따라 재난대응 진행
‐ 보통 대응기관은 초기 재난상황을 직접 또는 간접 경로로 파악함
‐ 긴급 인명구조 또는 진압은 소방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
반면 자연재난 또는 각종 서비스 마비 재난은 경보 단계에 따라 준비된 상

태에서 재난발생을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음

[그림 5-4]�재난대응 주무부서의 초기대응 절차 및 행동요령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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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시간 순) 선택 가능한 상황판단 기준 행동요령 정의

①
초기대응

판단

-�협조체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의 인력과 장비로 재난상황의 진압이 가능한

경우,�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실시하도록 함

-�협조체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거나,�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지원요청을 함

[표 5-5]�재난대응 주무부서의 초기대응 절차 및 행동요령의 정의

(5)�유관기관

◦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에서는 2차 위험 및 피해요인을 제거함
‐ 전기,�가스,�수도 통신 등은 재난상황에서 2차 위험 또는 피해요인이 될 수
있음

‐ 신고를 통해 상황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속히 현장에 접근하여 대응
기관의 절차와 단계에 따라 2차 위험 또는 피해요인을 제거해야 함

[그림 5-5]�유관기관의 초기대응 절차 및 행동요령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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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시간 순) 선택 가능한 상황판단 기준 행동요령 정의

①
초기대응

판단

-�피해 확산 가능성 없음
-�직접 대응이 가능한 재난상황이며,�신속한 대응을 통하

여 진압

-�피해 확산 가능성 있음 -�피해 범위에 따라 상황판단이 필요함

②
상황
판단

-�관련 시설과 설비만 확산 피해
-�해당 시설과 설비에서만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

면,�상부 지원요청을 통해 진압하도록 함

-�관련 시설과 설비 외 연쇄피해 가능성
이 있음

-�해당 시설과 설비 이외에 다른 시설 또는 인명 피해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해당 기관 또는 1차 대응기관
의 협조 체계 아래 진압하도록 함

[표 5-6]�유관기관의 초기대응 절차 및 행동요령의 정의

[그림 5-6]�재난사고 시나리오 상황 설정 요소

2)�상황 설정

◦ 체계적인 요소와 적정한 규모를 바탕으로 재난사고 시나리오 상황을 설정함

◦ 국내외시나리오관련사례를검토하여총 8개의극한상황가정에필요한요소를도
출함

‐ 재난발생에 관한 요소는 재난 자체의 발생규모,�발생장소,�발생시각 등임
‐ 재난피해에 관한 요소는 전반적인 피해 양상과 인명피해,�재산피해,�서비스
중단,�2차 위험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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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4)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통합시나리오(2015)

가정 사항(예시)

재
난
발
생

발생규모 급격히 연소 확산
유증기 폭발추정에 의하여
화재확산 및 화염 분출

유증기 폭발추정에 의하여
화재확산 및 화염 분출

발생장소 다중밀집시설 - 다중밀집시설

발생시각 - 14시 10분 14시

[표 5-8]�극한상황 시나리오(예시:�대형화재)

◦ 재난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재난의 규모와 양상을 상정함
‐ 효과적으로 재난의 규모와 양상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난 대응에 적
합한 발생 사례([부록 13]� 참조)� 중에서 가장 극한상황을 가정하도록 함.�

이는 대응의 문제점을 가장 두드러지게 파악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 과거 재난통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특정 재난 유형의 발생 건수,�
사상자 수,�재산피해 등의 극한상황 시나리오를 가정함

‐ 초대형 중대재난(한국행정연구원,�2012)의 상정은 초대형 상황을 상정하면서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러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집중호우

와 태풍)를 가정함.�이러한 가정에 따라 필요한 대응과제를 다수 도출함

구분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4)

서울시 재난수습 종합훈련
시나리오(2015)

가정 사항(예시)

재
난
발
생

발생규모 규모 6.0(진도 Ⅷ) 규모 5.9 규모 6.0

발생장소 시가지 중심 서울 동대문구 추가령단층 부근

발생시각 - 14시경 19시경

재
난
피
해

피해 양상
5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건물이 완전 붕괴
또는 부분적으로 붕괴

구로구,�영등포구,�동대문구,�
중구,�성동구,�강남구에서

인명피해 주로 발생

중랑천 주변의 연약지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인명피해

및 건물 붕괴 발생

인명피해
00명 사망,�000명 부상,�

000명 실종
사망 60여 명,�부상 80여 명,�

이재민 900여 명
60명 사망,�80명 부상,�

20명 실종,�이재민 1,000명

재산피해 건물 붕괴 00동,�부분 파손 00동 건물붕괴 20동,�부분파손 50동

서비스
중단

교통,�전기 공급,�가스,�통신,�
상하수도 마비

서울본청 및 안전통합상황실
혼란,�교통·통신 마비

교통,�전기 공급,�가스,�통신,�
상하수도 마비

2차 위험
범죄,�화재,�가스누출 및

폭발·화재
도로함몰,�화재,�붕괴,�

가스누출
화재,�가스누출 및 폭발·화재

[표 5-7]�극한상황 시나리오(예시:�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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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4)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통합시나리오(2015)

가정 사항(예시)

재
난
피
해

피해 양상
건물내부 다수인이 피난하지
못함

-�상층부로 연소가 확대되고,�
열기와 화염으로 인하여 외
부 유리창 파손

-�급격히 상층부로 확대,�
� �8층~10층에서 화염 분출
-�7층~10층 사이의 입주자(직

원 등)�고립
-�11층이상상층부입주자옥상�

대피

-�급격히 상층부로 확대,�
� �8층~10층에서 화염 분출
-�7층~10층 사이의 입주자(직

원 등)�고립
-�11층이상상층부입주자옥상

대피

인명피해 100여 명 이상 의식불명 48명,�부상 68명 100여 명 이상

재산피해 - - -

서비스
중단

- - -

2차 위험 붕괴 - 붕괴

[그림 5-7]�지역취약도와 사용정보 예시

3)�지역취약도

◦ 재난사고 시나리오작성과주체별 활용 대상자를 위하여 구축된�정보를 기반으로
시각화된 재난 취약도 정보 제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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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

최우선 정보
2차 정보

연관 지역 특성 연관 방재 자원

지진
-�발생과 피해

-�지진 특성(과거 지진 등)

-�자연조건(토질 특성,�단층대 등)

-�취약계층 및 시설 특성(노인 및 어린
이,�장애인 등)

-�취약건물 특성(조적조,�비내진 등)

-�대피소 수용량,�접근성 등

-�민간 방재인력 및 장비

풍수해
(침수)

-�발생과 피해

-�강수 특성(과거 강수량 등)

-�침수면적(과거 침수지역 등)

-�자연조건(저지대 등)

-�취약계층 및 시설 특성(노인 및 어린
이,�장애인 등)

-�취약건물 특성(반지하 등)

-�하수관거,�제방 등

-�민간 방재인력 및 장비

[표 5-9]�재난 유형별 필요 정보 예시

◦ 지도기반의취약지역을도출하게된다면분석목적에따라제공하고자하는정보
를 누구나 쉽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됨

‐ 지역취약도 도출 과정은 재난 유형에 따른 분석 방법과 목적을 고려해야 하
며,�논리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함

◦ 도출된 지역취약도 결과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음
‐ 공간적 관점에서 대응기관별 임무 수행의 어려움과 필수 자원 동원의 한계,�
유관기관 협력의 난이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과정은 시나리오의 현실감을 높이고,�효과적인 교육·훈련이 될 수 있
도록 함

◦ 일부 재난 유형을 대상으로 지역 취약도를 도출하여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함

‐ 풍수해,�산사태,�폭설,�대형화재,�위험물질 재난,�지진,�시설물 붕괴,�대테러
재난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봄

‐ 지역취약도 도출을 위해 먼저 필요한 정보 목록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야 하
며,�모든 정보는 위치가 기반이 되어야 함.�최우선 정보로는 과거 재난발생

과 피해 및 해당 재난 특성에 관한 정보이며,� 2차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

특성과 방재 자원에 관한 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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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

최우선 정보
2차 정보

연관 지역 특성 연관 방재 자원

산사태
-�발생과 피해

-�산사태 발생 면적(과거 산사
태 지역 등)

-�강수 특성(과거 강수량 등)

-�자연조건(경사 등)

-�영향 지역 인구

-�취약건물 특성(산사태 위험지역 입
지 건물 등)

-�사방시설 등

-�민간 방재인력 및 장비

폭설
-�발생과 피해

-�강수 특성(과거 적설량 등)

-�자연조건(경사,�향,�일조량 등)

-�취약계층 및 시설 특성(노인 및 어린
이,�장애인 등)

-�취약건물과 도로(경사가 심한 지역
입지 건물 및 도로 등)

-�제설함,�소방 등

-�민간 방재인력 및 장비

대형
화재

-�발생과 피해

-�화재특성(과거 화재 등)

-�화재취약지역(소방경험취약
지역 및 화재경계지구 등)

-�기후조건(습도,�바람세기 등)

-�취약계층 및 시설(노인 및 어린이,�장
애인 등)

-�해당 건물 이용인구,�유동인구 등

-�취약건물 특성 소방대상물,�노후건
물,�목조 등)�

-�소방인력 및 장비,�소방용수
시설,�기타 방재자원 등

-�민간 방재인력 및 장비

위험
물질
재난

-�발생과 피해

-�위험물질 특성(유해성 등)

-�위험물질 시설(입지,�품목과
저장량 등)

-�기후조건(바람세기 등)

-�취약계층 및 시설(노인 및 어린이,�
장애인,�학교 등)

-�해당 건물 이용인구,�유동인구 등

-�취약건물 특성(노후건물 등)

-�소방인력 및 장비,�기타 방재
자원 등

-�민간 방재인력 및 장비

시설물
붕괴

-�발생과 피해

-�취약건물 특성(특정관리시
설물,�1․2종 시설물,�평가등
급,�노후건물 등)

-�해당 건물 이용인구,�유동인구 등

-�소방인력 및 장비,�소방용수
시설,�기타 방재자원 등

-�민간 방재인력 및 장비

대테러

-�발생과 피해

-�주요시설(취약다중이용시
설,�국가중요시설,�위험물질
시설 등)

-�해당 건물 이용인구,�유동인구 등 -�테러 유형별 필요자원

‐ 재난 유형별로 필요 정보인 최우선 정보와 2차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 목적
과 표현 단위에 맞는 지도 기반의 분석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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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

분석결과 내용
최소 표현 가능 단위

건물 행정동(안전센터)

지진
-�지진 위험지도 -�재현주기별 발생위험지역 ○

-�지진 취약지도 -�행정동별 취약지역 ○

풍수해
(침수)

-�침수 위험지도 -�과거 침수지역 ○

-�침수 취약지도 -�행정동별 취약지역 ○

산사태
-�산사태 위험지도 -�산사태 영향 요인 도출지역 ○

-�산사태 취약지도 -�행정동별 취약지역 ○

폭설 -�폭설 취약지도 -�폭설 영향 요인 도출지역 ○

대형
화재

-�화재경계지구 지도 -�화재 취약지역 기반 ○

-�소방 경험적 취약지도 -�과거 화재사고 및 취약지역 기반 ○

-�화재 취약지도 -�행정동별 취약지역 ○

위험물질
재난

-�위험물질 시설 입지 -�위험물질 시설 주변 분석지역 ○

-�위험물질�취약지도 -�행정동별 취약지역 ○

시설물
붕괴

-�붕괴위험 시설 입지 -�붕괴위험 시설 주변 분석지역 ○

-�붕괴위험 시설물�취약지도 -�행정동별 취약지역 ○

대테러 -�대테러 위험 시설 입지 -�붕괴위험 시설 주변 분석지역 ○

[표 5-10]�재난 유형별 분석결과 도출

4)�점검 목표 설정

◦ 재난사고 시나리오를 통하여 점검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 재난사고가 대형으로 확산되는 원인은 제대로 훈련이 되지 못해서임.�훈련의
효과가 낮은 이유는 목표가 불명확해서인 경우가 많음

‐ 대응 차원에서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주된 활용 부분으로는 대응임무 도출의
완결성,�매뉴얼의 완성도,�훈련의 효과성,�재난사고 대응 업무의 환류 및 연

속성 확보로 볼 수 있음

‐ 점검 목표는 1차적인 초동대응 임무,�재난수습부서 임무,�공통지원업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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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시나리오 점검 목표와 우선순위

파악 및 자원 동원)의 순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기관별로 핵심적인 점검 사

항과 선택 점검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함

◦ 소방의 초동대응 임무와 표준행동절차를 중심으로 점검하도록 함
‐ 재난사고 시나리오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근간으로 재난 유형별 필수 기능과
임무가 강조되고,�상황적으로 내용을 확대하는 형식으로 작성됨.�

‐ 1차 대응기관에서는 인명구조,� 진화,� 대피 및 응급복구를 중심으로 소방의

초동대응 임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 재난수습부서와 공통지원업무 부서의 업무 담당자는 자신이 소속된 조직과

대응임무에 맞게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용함.�특히 표준행

동절차의 13개 핵심기능과 이 과정에서 실제/운용 사례 시사점 또는 선진사

례(미국의 공통 업무/목표역량 목록 등)를 동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재난사고 시나리오를 통하여 역량 목표를 점검하게 된다면 전략적 구성,�명
확한 평가 및 개선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112�/�현장대응자료 연계 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 개발방안

[그림 5-9]�시나리오의 점검 목표 설정

5)�타임라인 설정

◦ 발생 및 피해의 과정을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구성하여 대응 임무의 이해도를
높임

‐ 발생 이후 피해가 확산되는 과정에 따른 대응 임무를 용이하게 이해하는 것
은 훈련의 효과에 상당히 중요함.�임무를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분류하여

배열하면 피해 대응에 관한 시간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 재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타임라인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풍수해는 재난발생에서 상황종료까지 대형화재 또는 건물붕괴보

다 상대적으로 타임라인이 긺

‐ 또한,�사례별로 차이가 있으나 효율적인 교육과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서울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한상황 설정을 가정할 수 있는 타임라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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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타임라인별 시나리오 구성:�건물 붕괴 예시

[그림 5-11]�타임라인별 시나리오 구성:�대형화재 예시

[그림 5-12]�타임라인별 시나리오 구성:�풍수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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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고 대응의 유연한 점검과 높은 훈련 효과를 위하여 시간적 절차로 구성함
‐ 초기대응의 관점에서 재난발생,�상황인지,�신고,�초동대응,�지원협력의 순서
로 타임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초기대응의 타임라인은 정확한 시간이라기보다는 황금시간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 관계자의 임무를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임

‐ 초기대응의 타임라인에서 황금시간은 인명구조 한계시간이나 피해 확산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응임무의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적 기준임

◦ 타임라인의 구성과 주요 임무
‐ 재난 유형별 타임라인을 구성하고 황금시간 개념을 적용함
‐ 지진을 예로 들어 지진 유형에 적합한 타임라인을 구성하고 황금시간을 도
입함.�초기대응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황금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

한 상황 시나리오를 검토하고,�이에 대한 대응임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

음.�이러한 과정으로 작성된 시나리오는 훈련의 목적을 달성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이는 결국 재난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실제 사

례 발생 시 피해 저감과 종결시간 단축으로 이어짐

[그림 5-13]�타임라인의 구성과 황금시간의 적용:�지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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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ㅣ�서울시재난사고시나리오의개발방향및운용방안

1_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개발 방향

◦ 현장체감형 시나리오 기반 재난사고 학습시스템 개발을 추진함
‐ 대형 피해를 가져온 재난사고에 대해 시민들은 자주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
게 되어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게 됨([부록 12]�참고).� 이러한 반복적인

재난사고는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대규모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임.�이러한

확산은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경미한 징후를 사전에 간과하거나 초기상

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함

‐ 이를 초기 현장대응 관점에서 보면 재난사고에 관한 지식이나 행동요령이

부족하여 야기된다고 볼 수 있음.�이러한 부족은 초기 현장대응의 관련자가

재난사고의 교훈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것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

‐ 시설담당자,� 1차 대응기관,�행정수습기관,�유관기관 등 대응 관계자가 현장
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난사고 상황 인식 및 대응 의사결정 학습시스템을

개발함

‐ 선행적으로 수해,�지진,�화재,�붕괴,�감염병,�대테러 등 6대 주요 재난사고
유형에 대하여 발생,�취약성 및 대응성 단계별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단계별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현장 관리자,�긴급구조통제단,�행정수
습부서 담당자,�유관협력기관 담당자가 주체로써 발생 상황을 인식하고 초

동대응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함

◦ 재난사고 대응 행동요령 숙지 강화를 위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고도화함
‐ 수해,�지진,�화재,�붕괴,�감염병,�대테러 등 주요 재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
뉴얼에 대하여 재난사고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시각화와 연계성을 강화함

‐ 재난사고 시나리오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시각화 상황 설정을 추가하
고 핵심적인 행동요령의 도식화를 통한 연계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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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적인 행동요령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도식화하여 연관된 상황 및 대응

개념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고도화함

◦ 시민 및 현장 관리자를 위한 초동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함
‐ 공공의 재난사고 대응 담당자는 긴급구조통제단,� 행정수습부서 담당자 및

유관협력기관 담당자로 구분할 수 있음.�이들은 대체로 재난의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단계에서 상황을 인지하게 됨

‐ 따라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시민과 현장관리자에 대
한 상황 인식 및 대응 의사결정 요령에 관한 간략한 행동요령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 예방 및 복구 계획을 위한 재난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함
‐ 사전의 시설 점검이나 사후 장단기 복구 과정도 재난사고 관리에 중요하며
재난사고 시나리오도 이들 단계에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재난사고 발생 상황을 중심으로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시나리오로 작성하여 피해 확산 가능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 사전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조치를 관련 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재난사고 피해상황의 장기적 지속성에 관하여도 복구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2_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운용 방안

1)�서울시 현장대응성 개선지침의 수립 및 운용

◦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황금시간 목표제는 재난사고 시나리오 기반으로 추진함
‐ 서울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에서는 현장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사
고 시나리오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성 개선지침을 수립하도록 함.�

이를 바탕으로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에 황금시간 목표제를 적용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필요할 때 수정사항을 환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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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에서는 재난 유형별 행정 수습부서에 현장대응성

개선지침을 바탕으로 한 황금시간 목표제를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

를 받아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에 회신함

◦ 현장대응성개선지침은행정수습부서의황금시간목표제반영을중심으로수립함
‐ 재난 유형별 매뉴얼을 수정 및 갱신할 경우에 재난사고 시나리오의 구성요
소를 중심으로 초동대응 임무 점검을 위한 목표 역량을 정의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해당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

2)�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단계별 개선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현장대응성 개선지침에 근거하여 단계별로 개선함
‐ 초동대응 시간의 개념이 황금시간을 적용하여 4가지 유형으로 재난을 구분
하고 순차적으로 재난사고 시나리오를 반영함

재난군 유형 재난 수
(55개) 주요 재난 개선 방향

인명구조와
시민 초동조치가
모두 중요한 재난

10
풍수해,�지하철 화재,�

대형화재 등

-�풍수해,�화재 등 빈발하는 재난을 우선으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개선하고 훈련을 통해 환류하여 수정하고 나머
지 유형으로 확산

인명구조가
중요한 재난

8
붕괴,�위험물질 유출,�

정전 등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으로 붕괴를 우선으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개선하고 훈련을 통해 환류하여 수정하고 나머
지 유형으로 확산

행정수습과
시민 초동조치가

중요한 재난
11

지진,�산사태,�
감염병,�폭염,�기상

재난 등

-�지진을 중심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선하고 민관합
동 훈련을 통해 환류하고 수정.�나머지 유형으로 확산

-�서울시 전반적인 재난 피해를 상정한 복구 매뉴얼 개발

행정수습이
중요한 재난

26
대테러,�환경오염,�

시설 마비,�파업 등
-�대테러를 중심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선하고 행정

기관 훈련을 통해 환류하고 수정.�나머지 유형으로 확산

[표 6-1]�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방향

3)�효과적인 이벤트 메시지 기반의 훈련 매뉴얼 계획 작성 및 환류

◦ 이벤트메시지는초동대응의순차적절차와피해상황에따라도식화하여제시되어
야 하는데 이는 지역과 재난의 특성에 기초하여 현실감을 부여하도록 함

◦ 대형 건축물과 대도시 특성을 반영한 피해 전개 양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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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요인 세부내용 근거 및 기준

자
연
적

요
인

기
후
적

강수량 및 호우
-�시간당 강우량
-�호우주의보,�호우경보의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기상법
-�산림공간정보 서비스

기온,�이상기후 -�폭염주의보,�폭염경보의 기준

강설량 -�대설주의보,�대설경보의 기준

태풍 강도 및 경로 -�태풍강도 및 이동경로

지
형
학
적

강풍 -�풍속

건조지수 -�건조주의보,�건조경보의 기준

황사,�미세먼지 농도
-�황사주의보,�황사경보의 기준
-�미세먼지 농도 기준

일조량 -�향에 따른 일조

[표 6-2]�재난 확산의 주요 요소:�자연적 및 사회적 요인(예시)

[그림 6-1]�대도시의 대형 건축물의 피해 전개양상 예시

4)�기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재난 확산의 주요 요인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베이스는 목적에 따라 공간 및 속성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간 단위에
따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전산화된 데이터임

‐ 데이터베이스 활용의 목적은 재난 특성,�지역적 위험도,�발생 추이,�대응력
및 동원 자원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음.�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구성되어야 할 정보들의 정의,�형태,�출처 등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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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요인 세부내용 근거 및 기준

자
연
적

요
인

지
형
학
적

진도 -�지진의 진도 및 규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기상법
-�산림공간정보 서비스

하천망,�계류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의 개소수 및 연장
-�하천차수:�지류 및 계류

지하수 -�지하수의 분포

지반 및 지형 -�충적지반,�연약지반 등

토질 -�흙의 구조,�압밀,�성질 등

사면경사,�향 -�경사도,�향

토양의 피복 -�토양 유형 및 분포

토양수분 -�함습도

산림입지도 -�임상별 분포

낙석,�낙하 -�낙석의 양과 규모,�속도

사
회
적

요
인

인
구
적

재난취약계층 -�재난에 취약한 노인,�어린이,�장애인의 분포 -�서울시 통계연보

범죄 발생빈도 -�범죄의 유형,�발생빈도
-�서울 경찰청 통계연보

테러발생 -�테러의 유형

화재발생 -�화재발생빈도
-�국가화재정보센터
-�소방재난본부

전염병 및 감염병 -�신종/재출현/수인성 감염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 관련 매뉴얼

사
회
기
반

전기,�발전시설 -�전기 공급설비,�송전/변압/발전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

방재시설 -�댐,�유수지,�저수지,�방화,�방풍,�사방시설 등

가스관 -�가스공급설비 및 분포

통신시설 -�방송․통신시설과 관련 설비

도로시설 -�교량,�터널,�육교,�지하도 등 기타 도로 부대시설

교통시설 -�버스,�지하철,�주차장 시설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 설비 및 유통업체의 분포

상수도 -�상수도 공급설비 및 분포

하수도 -�하수도 공급설비 및 분포

댐,�제방 -�다목적 댐,�발전용 댐,�홍수전용 댐 등

건
축

및

시
설
물

다중이용건축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심

공공청사 -

주거시설 -�단독/공동 주택

지하시설 -

토목,�건축공사장 -

위험물시설
-�가스/유독물/화학물질 취급시설
-�특수물질 보유시설

유원시설 -

지역 기반시설
-�학교
-�의료시설

취약시설 -�노인/어린이/장애인 복지시설

건축의 연식 -

수용인원 및 규모 -

가�건축물 -

토지
이용

-�주거지역,�상업지역,�농업지역,�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지역,�매립지,�
상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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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의 기준인 공간단위는 건물,�행정구역,�대응기관 관할구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구분에 따른 연계 가능 정보와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공간단위별로 장단점에 차이가 있으나 재난대응 차원에서 전반적인 장점은

119안전센터 관할구역으로 볼 수 있음

공간단위 개념 개수 특징

건물 건물 외형선 약 60만
-�건물 및 가구 특성을 볼 수 있으나 인구와 건물

이외의 정보를 상세히 연계시킬 수 없음

행정동 행정동 경계 424
-�행정기관은 재난 유형별 수습 기관이므로 지원

협력 차원에서 중요함
자치구 자치구 경계 25

119안전센터
관할구역

119안전센터
관할구역

116

-�1차 재난대응기관인 일선소방관서의 관할구역
임.�현장지휘 측면에서 재난대응 상황 파악과
자원 동원을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행
정동을 포괄함

[표 6-3]�자료의 기본 구축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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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구성요소 주요 내용

배경

-�관할 범위 및 책임 소재 명확화
-�10년 주기로 대형 재난이 발생함.�추세 파악이 중요
-�시나리오 이론과 미국 NPS를 바탕으로 구성요소를 개발한 것은 타당
-�도출된 구성요소는 전반적으로 원칙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적정함

공통 기능

-�서울시와 자치구 간 조정 및 협조 중요
-�서울시의 주도적인 권한 필요.�이를 바탕으로 통합과 협조
-�기능에 관한 공통된 이해와 역할 분담 필요
-�유관기관 협조의 명확한 임무 설정 필요
-�훈련에서 장비,�인력 및 시설의 자원 동원이 제일 중요
-�매뉴얼 검토 후 추가 자원 확보
-�현장지휘소는 재량비용 권한을 확보
-�담당 부서 역할이 모호한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
-�통일성과 가독성 높은 구성과 디자인 필요
-�미래예측보다는 재난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대응절차의 제시가 실효적임
-�어떤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를 흐름도로 예시
-�구성의 원칙은 단순성,�실행 용이성,�간결성,�명료성이 되어야 할 것임.
-�기능성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도구 등 훈련시스템의 향후 개발방향 제시
-�완벽한 시나리오는 허상이므로 초동대응 중심으로 공통적인 사항에 집중
-�재난사고 시나리오는 매뉴얼에서 부록에 상황과 대응 연계 중심으로 게재

부록

1_전문가 자문 결과

◦ 주요자문결과로재난대응계획및실제대응내용과연계,�서울시지역특성반영,�
여러 가지 가정 상황과 그에 따른 대응 내용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 총 12명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12일~17일(6일간)�서면자문을 실시하였음
‐ 대학교(8),�연구기관(2),�기업(2)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함



128�/�현장대응자료 연계 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 개발방안

시나리오 구성요소 주요 내용

발생 상황

-�시나리오는 서울의 지역특성을 반영해야 함
-�서울의 지역특성은 인구 및 시설 밀집,�지하화 및 고층화
-�정전 등 2차 피해 중요
-�상황의 발생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감안
-�재난특성은 돌발성,�예측불가능성,�불확실성이므로 대응의 융통성 확보 필요
-�대형재난으로 악화되게 만드는 요인(Turning�Point)을 예시
-�언론보도 자료를 분석하여 재난사고 발생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유익
-�서울에서 발생하여 경험한 대형재난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 상정
-�과거 재난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Worst�Scenario를 작성
-�재난한국훈련의 시나리오에서 주상복합건물 지진붕괴는 개연성 확보 필요
-�극한상황 가정을 위한 위험도평가의 요소 제시 필요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 위험도평가를 하는 것은 부담되므로 기존 자료 활용

대응상황

-�대응 역량 평가가 시나리오 활용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임
-�신속한 인명구조가 중요
-�피해 규모에는 초기대응과 현장 지휘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신고 접수,�피해상황 확인,�조기 모니터링 필요
-�현장에서 자원과 동원에 관한 판단의 근거 필요
-�현장 판단으로 적시에 투입 자원 확보
-�가용자원 확인,�대체자원 확보,�신속한 자원 동원
-�이벤트 메시지를 다양하게 개발
-�복합적 상황 설정이 중요하며 이의 조치 및 보고의 우선순위 필요
-�훈련이나 대응 이후 보완사항을 체크리스트로 파악하여 지속적 환류
-�조직은 역할과 기능까지,�훈련은 재난상황의 전개까지 범위를 한정
-�재난 발생 이후 피해 규모에 따른 대응 수준의 차이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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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업무담당자 의견조사 결과

매뉴얼 구성요소 주요 내용

배경

-�대상 재난사고의 범위와 대응 범위를 명확화
-�오래 지속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 필요
-�풍수해 등의 매뉴얼은 우수하나 나머지와 편차.�일부 매뉴얼은 적용성이 떨어짐
-�매뉴얼은 숙달이 어려움.�SNS도 실효성 높게 운용되어야 함
-�속보성이 강한 SNS에 대한 대처 필요
-�매뉴얼은 도상훈련에 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임
-�교통 흐름 원활화는 경찰과의 협조가 필수적임
-�재난관리물자는 사실상 자치구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응급대응팀 투입 기준(사상자 10명)의 재검토 필요
-�현황 및 조치 정보의 보고 절차 정립이 필요
-�재난대응 경험의 유무에 따라 자치구별로 대응 역량 편차
-�화재는 대형밀집시설인 경우 규모,�피해자,�위험물 여부를 감안

공통 기능

-�재난대응의 공통 요소를 뽑아 집중적으로 활용
-�재난대응의 고유 요소는 공통 요소를 보완
-�주관부서와 유관부서의 최소한의 처리해야 할 골격 제시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역할 및 연락사항을 전산적으로 구성
-�신규 물품 지원이 곤란하여 대책반 구성이 필요
-�대응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현장대응에 필요한 물품 구성 필요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 시민 상황전파가 필요
-�주관기관 간 공통성도 반영 필요
-�현장진료소에서 응급의료원으로 이송된 환자 현황 파악 곤란
-�이송 환자에 관한 SNS�현황 및 조치 정보 공유 필요
-�통신 인프라는 모든 재난에 관련되어 대응의 효율성에 관여

발생 상황

-�기본 상황에 대한 도식화가 필요
-�매뉴얼의 활용성 향상은 시나리오의 설득력에 달려 있음
-�야간에 상황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져 대응에 제약
-�발생 여부를 신속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
-�지진,�공연행사장 사고,�공사장 붕괴 등 사고유형의 다양화
-�심정지 환자의 대응은 고층 건물이 밀집한 서울의 특성 반영
-�지하철 화재의 경우 황금시간 준수가 용이하지 않음
-�한강교량붕괴의 경우 응급복구를 기준으로 한계시점 상정
-�복합 재난 발생 시 지엽적인 사고보다 최우선 보호가치를 상정

대응상황

-�총괄팀이 구성되기 전에라도 주무부서에서 긴급메시지를 전파
-�유관기관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필요
-�피해지역 상정과 연락체계 제시가 미흡하여 상황파악 곤란
-�대응자원 동원 시 판단기준의 문제
-�사고인지 시점부터 대응시간의 시점으로 해야 현실적임
-�시민 초동대응과 공공 현장대응 등 모든 과정의 장애를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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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문제 해결을 위한 시나리오 개념의 발전

3_문제 해결을 위한 시나리오의 개념

◦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활용되는 시나리오는 미래에 관하여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
로작성된 방향,�상황 및 이벤트를 의미하는데 이는 현재의 여건에서 선택과 결정

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문제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함

◦ 일반적으로시나리오는다음표와같이미래의환경변화라는위험요소에대비하는
조직의 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식을 도출하는 플래닝 기법과 연관되어 경제,�

경영 및 정책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음

연구자 시나리오 정의

Michael�Porter(1985) -�정확한 예측은 아니지만 하나의 가능한 미래

Michel�Godet(1987)
Michel�Godet�&�Fabrice�Roubelat(1996)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이벤트들
을 의미함

Von�Reibnitz(1988,�1992)
Von�Reibnitz�&�Schwab�&�Cerutti(2003)

-�미래의 상황과 진행 방향을 설명해 줌

Heinecke�&�Schwager(1995)
-�논리적인 근거들로 구성되어 선택이 가능하고,�그럴듯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줌

Peter�Schwartz(1996)
-�통찰력을 위한 도구로 현재 환경과 여건 속에서의 결정을

통하여 선택 가능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줌

◦ 대표적인 시나리오 개념으로는 시나리오 깔때기(Scenario�Funnel)�모형이 있음
([부록그림 2]�참고).�이는 의사결정과영향요인에따라개별 시나리오를설정함

에 따라서 양 극단의 시나리오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시나리오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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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미래 상황을 양 극단 사이에서 진행되는 추이로 가정하여 표현되며,�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의 시점에서 상황을 구체화하여 대비하도록 하는 개념임

[부록 그림 2]�시나리오 개념 모델(Von�Reibnitz,�1988)

◦ 시나리오수립절차는먼저다양한영향요인을도출하고추세와양상을파악하여
영향요인간의구조를분석하는과정이있음([부록그림 3]�참고).�이를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목적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게 됨

[부록 그림 3]�시나리오 수립 프로세스(van�der�Heijden,�1997)



132�/�현장대응자료 연계 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 개발방안

4_시나리오 플래닝 개발 방법론

1)�시나리오 기반 고급 측정법(Scenario-based�AMA)

◦ 독일의드레스드너은행(Dresdner�Bank)�등 국제적으로활동하는은행들이공동
으로 시나리오기반의고급측정법(Senario-based�AMA;�sbAMA)을 활용한조직

의 리스크관리방안을연구하였음.�이를 통해은행의운영리스크를측정하고관리

하고자 하였음

◦ 시나리오 평가는 어떠한 대상에 부여된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연결됨.�
따라서 조직의리스크유형에대한평가를위해리스크유형을검토하고조합하여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바로 리스크 평가이며,� 리스크 유형은

카테고리로 세분화되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 분류를 만들어 냄

‐ 리스크 유형을 파악하여 조직 내 특정부문에 발생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 수
준을 이해하고,�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대응조치를 할 수 있게 됨

◦ sbAMA의 시나리오 개발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 운영리스크를 반영하는 모든 위험요소를 질문서나 자연스러운 워크숍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도출함

‐ 공통적 시나리오 조합은 전체조직에 대한 일관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조직의
모든 부문에 적용함

‐ 전문가들은 개별시나리오를 결정하고,�이를 통해 해당 조직과 관련 있는 운영�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문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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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4]�시나리오를 활용한 위험요소 검토와 평가

◦ 시나리오의평가는과거데이터,�리스크지표,�리스크요소수준,�통제환경및사업
경험 등에 관련한 정보들에 기초하여 수행되어야 함

‐ 평가는 수집이 가능한 과거 자료의 양과 질에 영향을 받으며,�기존 시나리
오 평가와의 관련성 그리고 직면하는 내·외부 환경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 관련 전문가는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특정 시나리오의 잠재적인 사건 발
생건수 및 손실 정도를 평가해야 함.� 평가의 포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식화된 질의문서 또는 정형화된 토론을 바탕으로 수행해야 함

2)�TAIDA

◦ TAIDA는 Tracking(추적),�Analysing(분석),�Imaging(이미지화),�Deciding(전략
결정),�Acting(실행방안)을 뜻하며 스웨덴의 미래연구소에서 국가 또는 기업들이

나아가야할미래전략을제시하기 위하여고안해낸시나리오개발방법으로실제

많이 이용되었으며,�많은 프로젝트가 이 모델에 기초를 두고 수행되었음

◦ 시나리오 개발 절차는 추적,�분석,�이미지화,�전략결정 및 실행방안의 5단계로 이
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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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개발 절차 내용

추적 -�미래에 영향을 줄 현재의 영향 요인 추적

분석
-�도출된 여러 영향 요인의 트렌드와 상호관계를 검토하고,�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시나리오를 제시

이미지화 -�주체에게 가장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비전을 도출

전략결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전략들을 파악하고 도출

실행방안
-�주요 전략들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들을 제시
-�지속적인 시나리오 계획 실시 방안 제시

◦ TAIDA의 시나리오개발절차는과제(Should),�활용(Utilize),�소망(Want)을 바탕
으로 하며 이를 통해서 전략 평가가 이루어짐

‐ 과제(Should):� 질문을 명확히 하고,� 추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함

‐ 활용(Utilize):�조직의 역량과 강점들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이끌어냄
‐ 소망(Want):�소망은 비전의 결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영감의 원천임

�

[부록 그림 5]�TAIDA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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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개발 절차 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영향력이 큰 요인들을 도출하고 해당 요인의 추세적 변화의 특징 검토:�

전문가 회의 통계자료 분석

미래 변화 요인 검토

-�도출된 영향 요인에 대해서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향 요인을 찾고 불확실한 영향 요인은
배제

시나리오 작성
-�4~6개의 시나리오를 만들고,�전문가들을 통하여 검증.�통계 처리하여

발생 가능한 확률을 도출

3)�MICMAC

◦ MICMAC(Matrice�d’impacts�croisé Multiplication�à un�classement)은 국가
와기업의 미래 연구를 위하여 창안한 시나리오개발방법으로 미셀고데(Michel�

Godet)에 의하여 개발됨

◦ MICMAC은시나리오개발을위하여교차분석을활용한확률기법을사용하였으
며,�데이터베이스 구축,�미래 변화 요인 검토,�시나리오 작성 절차 순으로 구성됨

◦ 영향요인을 검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다양한가
설을세워 영향요인을추출하고,�중요 영향요인과 연관이 있는 ‘행위자 또는 담

당자’들의 영향 관계를 파악함

◦ 형태학적분석(Morphological�Analysis)20)을활용하여다양한영향요인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조합하여 4~6가지의 시나리오를 도출함

‐ 시나리오는 전문가와의 워크숍을 통하여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을 검토하
고 시나리오 수정 등 검증과정을 거침

20)�스위스의 천체 물리학자인 프리츠 즈위키(Fritz�Zwicky)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다차원 문제에서 가능한 관계에 대한 분석
방법



136�/�현장대응자료 연계 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 개발방안

[부록 그림 6]�형태학적 분석 활용한 MICMAC의 영향 요인 조합 및 시나리오 도출

4)�BASIC

◦ BASIC(Battelle�Scenario�Inputs�to�Corporate�Strategy)은 기업의 미래전망과
전략수립을 위하여 개발된 시나리오 기법으로 미국 Battelle사에 의하여 개발됨

◦ BASIC은 시나리오기법을핵심으로교착분석과컴퓨터알고리즘이활용되며,�핵
심이슈명확화,�트렌드분석,�교차분석,�시나리오도출및상세묘사순으로이루

어짐

시나리오 개발 절차 내용

핵심 이슈 명확화 -�영향력이 큰 요인들을 도출:�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트렌드 분석
-�영향 요인의 정의,�중요성,�역사적 변화,�최근 동향들을 분석
-�영향 요인의 미래상을 3가지 정도의 구별되는 변화로 서술

교차 분석
-�3가지 정도로 구별되는 모든 영향 요인들을 교차 분석 실시

예)�3개의 영향 요인을 행렬형식으로 만들고 3*3=9개의 예상 가능성
도출

시나리오 도출 및 상세 묘사
-�예상 가능성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경우를 추출하고,�상세 시나리오를�

작성

◦ 특징적인 부분은 영향요인 검토를 위한 회의 방식에 있어서 라운드로빙 방식(상
호 간의 대화 통제:�참석자의 생각을 토론 과정 없이 취합)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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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개발 절차 내용

연구 초점을 명확히 하는 단계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과 시간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함
-�어떠한 영향 요인이 필요한가를 도출

거시적 영향 요인 도출 단계 -�도출된 영향 요인에 대한 미래를 예측

시나리오 작업 단계
-�여러 영향 요인들의 미래 변화와 발생 가능성에 근거하여 조합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여기서 확률이 높은 대상을 채택

5)�The�Futures�Group의 미래연구 방법

◦ 미국의 The�Futures�Group은국제전략에관한정책연구회사로미국의한방위
산업체가 의뢰한 방위군수산업의 미래 전망 프로젝트를 위하여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함

◦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도출하고,�그 변수들의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였고,�이를 바탕으로 3가지 단계를 통해 시나리오를 개발함

◦ 각�시나리오 상황은 단순히 미래를 가정하는 것이 아님.�예를 들어 ‘5년 후,�
10년 후의 시점’�등의 시간 개념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시나리오 상황

들이 분명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 또는 차트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6)�The�art�of� the� long�view

◦ 피터스왈츠(Peter�Schwartz)는 제이오길비(Jay�Ogilvy)를 영입하여 미래연구를
수행하는글로벌 비즈니스네트워크(Global�Business�Network;�GBN)를 설립함.�

GBN은 미래연구를멀리내다보는예술(The�art�of�the�long�view)로 언급하고,�

시나리오 분석 방법에 기반을 두고 수행함

◦ The�art�of� the� long�view의 시나리오 개발 절차는 8가지 단계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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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개발 절차 내용

초점 이슈,�결정 사안
명확히 하는 단계

-�미래를 보는 방법에 있어 주로 ‘안에서 밖을 보는 것을 강조’

미시적 영향 요인
도출 단계

-�구체적이고 미시적 영향 요인들의 트렌드 도출

거시적 영향 요인
도출 단계

-�미시적 영향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영향 요인으로 제한

서열화 단계
-�영향 요인을 대상으로 중요성과 발생 가능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서열화

시나리오 논리 선택 단계 -�서열화된 영향 요인들을 조합하여 논리에 적합하도록 시나리오를 정리

시나리오 마무리 단계 -�2,�3단계를 참고하여 시나리오의 조각을 서술 형태로 짜 맞춤

시사점 단계
-�시나리오 작성이 세부적(부연설명)으로 들어간다면 1단계로 돌아가 초점

이슈를 결정

선행지표 선택 단계
-�계획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현실적이고,�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
��예)�S&P�500�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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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재난 유형 구분
재난사고 시나리오 간략 설명(요약)

유형 구분 세부 유형

Nuckear�
Detonation

(핵폭발)
1

10-kiloton� improvised�
nuclear�device�

(10000톤의 임시 핵무기
장치 사용)

-�테러리스트가 다른 나라의 핵 시설로부터 우라늄을 탈취하여
폭발장치를 제조한 후,�미국으로 밀수하여 재조립함

-�주요 도시로 수송하여 핵폭발 공격을 감행함

Biological�
Attack

(생물학 공격)

2
Aerosol�Anthrax�

(탄저균 살포)

-�테러리스트가 최초 3개의 도시,�이후에는 2개 도시(총 5개
도시)에서 탄저균 살포 공격을 감행함

-�하나의 도시 또는 다른 도시 간 혹은 대륙 간 탄저균 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3
Plague;�Pneumonic�

Plague�
(흑사병;�폐렴 흑사병)

-�테러리스트가 주요 도시의 3개 지역에서 폐렴 전염병을 살포함�
-�예상 지역은 주요 기차역,�스포츠 경기장,�주요 공항의 화장실

4
Food�Contamination�

(식품 오염)

-�사전에 쇠고기 공장에 취직해 있던 테러리스트를 활용하여
쇠고기에 액체 탄저균을 살포함

5

Foreign�Animal�
Disease;�Foot�and�

Mouth�Disease�
(외국 동물 질병;�구제역)

-�테러리스트가 미국에 입국하여 농업 산업에 대한 테러를 감
행하기 위해 여러 위치를 검토함

-�약 2개월 후,�타깃으로 삼은 농장 동물들을 오염시키기 시작함

Biological�
Disease�

Outbreak
(생물 질병의

발발)

6
Pandemic� Influenza�
(신형 인플루엔자)

-�인류의 대부분은 새로운 유행성 균주 감염에 매우 취약함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할 경우를 가정함

Chemical�
Attack

(화학 공격)

7
Blister�Agent�

(수포 작용제 사용)

-�테러리스트가 경비행기를 활용하여 미식축구 경기장 상공에
서 살포하였으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급속히 오염됨

8

Toxic� Industrial�
Chemicals�

(독성 산업 화학 물질
사용)

-�테러리스트가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대형 공장과 선박
을 폭파시켜 해당 물질이 화재와 함께 공기 중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전파됨

9
Nerve�Agent�

(신경가스 사용)

-�테러리스트가 신경가스를 주요 도시의 3개의 대형건물 환기
시스템에 살포.�건물에 있던 95%의 사람들이 사망함

10
Chlorine�Tank�

Explosion�
(염소 탱크 폭발)

-�테러리스트가 대형 염소저장 시설에 침투하여 탱크를 폭파시
키고,�염소가스가 방출됨

Natural�
Disaster

(자연 재난)

11
Major�Earthquake�

(대형 지진)

-�주요 도시지역에 7.5�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이후 8.0�규모
의 여진이 재발생함

12
Major�Hurricane�
(대형 허리케인)

-�The�National�Hurricane�Center(NHC)에서 분류하는 5단계
의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주요 도시지역에
발생함

5_미국 NPS의 15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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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재난 유형 구분
재난사고 시나리오 간략 설명(요약)

유형 구분 세부 유형

Radiological�
Attack�

(방사선 공격)
13

Radiological�Dispersal�
Devices�

(방사능 살포 장치 사용)

-�테러리스트가 세슘을 탈취한 후,�방사능 분산 장치 또는 폭탄
을 제조함

-�장치와 관련된 부품 등은 밀수되거나,�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수집이 가능함

-�지역적으로 가까운 3개 도시 지역 안에서 폭발함

Explosives�
Attack�

(폭발물 공격)
14

Bombing�Using�
Improvised�Explosive�

Devices�
(폭발장치를 활용한

폭격)

-�테러리스트가 폭발장치를 설치한 스포츠 경기장에서 폭탄을
폭발시키고,�대형 차량에 폭발물을 설치함

-�지하대중 교통광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실행함
-�다중이용시설 부근의 주차시설에서 차량이 폭발함
-�병원 응급실 로비에서 폭발함

Cyber�Attack
(사이버 공격)

15
Cyber�Attack�
(사이버 공격)

-�테러리스트가 미국의 인터넷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마비시
킴.�이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며,�미국의 신뢰가 저
해됨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정교한 명령 및 제어 네트워크를 통하
여 사이버 공격을 수행함



부록 /�141

6_미국 NPS�시나리오 9번 지진의 주요 내용

<개요>
-�리히터 규모 7.5�지진이 주요 대도시 지역의 단층대를 따라서 발생함
-�지진 척도(MM�SCALE)의 8�이상21)의 흔들림이 약 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수도권과 여섯 카운티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피해가 확장 중에 있음
-�진앙지로부터 단층을 따라서 피해를 입은 국토의 연장은 72km에 이르며,�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이 포함됨
-�지상의 흔들림은 약 25초간 발생함
-�진앙으로부터 약 40km�이내의 지역은 지진 척도(MM�SCALE)�8�이상의 강한 흔들림이 발생하며 일반

건물에는 중대한 피해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건물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일부 지역에는 지진의 2차 피해로 지반 액화 현상(액상화)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음.�액상화로 인하여

내진 구조의 건물 역시 붕괴에 취약하게 되었음

<주요 원인>
-�피해의 주요 원인은 단충의 파열임.�또한,�액상화는 수많은 건물과 사회기반시설을 불안정한 조건으로

만들었으며 붕괴에 기여함
-�지진 발생 이전 전문가들의 소견에 따르면 미래에 이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측하였지만,�지진 발생이 임박하기 전까지 특별한 징후는 없었음
-�빠른 수평 운동은 일부 고층 건물 붕괴의 원인이 되었으며,�건물이 ‘팬케이크’처럼 겹겹이 쌓아놓은

듯한 현상이 발생하게 됨
<사건전개 및 위험가정>
-�몇 시간 후,�리히터 규모 8.0의 후속 지진이 발생함.�앞으로도 여진 가능성은 충분하며,�여러 규모의

여진이 몇 개월 동안 발생할 수 있음
-�주 및 지방 정부의 대비에도 불구하고,�이와 같은 대형 지진의 피해는 정부의 역량 범위를 압도하였음
-�지진 피해로 인하여 100,000명 규모의 이재민들이 자신들의 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됨
-�초기 대규모 부상자가 주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였으며,�지진으로 인한

의료시설의 붕괴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항만 시설은 1개월 동안 완전히 폐쇄되어 복원 작업이 예상되며,�수도권 주요 공항은 약 10일 동안

폐쇄될 것으로 예측됨
-�주민 대다수가 전력 및 수도 시설 사용이 앞으로 10일간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식품,�의약품,�휘발유,�기타 생필품 등의 전달은 처음 10일 동안 제한이 예상됨
-�전화,�라디오,�위성 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통신 시스템은 점차적으로 복구되어 첫 주에 약 90%�

정도까지 복구될 예정임
-�상·하수도 시설의 피해로 위생 및 하수를 위한 사용이 약 10일간 중단될 수 있음

21)�특수 설계된 건축물에 약간의 피해 발생,�일반 건축물에도 부분적인 붕괴 등 상당한 피해 발생,�부건축물은 극심한 피해
발생,�상품·굴뚝·기둥·기념비·벽돌이 무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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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임무영역>
-�주요 사회기반 시설은 시민소요 사태 또는 2차 테러에 대비하여 보호되어야 함(군 또는 경찰력)
-�현재 재해에 대한 평가(원인 분석 또는 피해 범위 측정 등)는 접근의 어려움,�제한된 통신,�기상상황의

악화,�평소 적절한 훈련 미비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공중 정찰에 의하여 개인 주택과 공공건물 및 시설에 대한 대규모 피해를 보고받았음
-�현재 20,000명의 피해자들이 붕괴된 각종 구조물 안에 갇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노동자가

자신의 사무실과 붕괴된 도로 안에 갇혀 있음
-�부상당한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부모님들은 오랜 시간동안 자녀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특수 수색 및 구조팀이 붕괴된 구조물에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구출하고 있음
-�현재 약 1,400명의 사망자 발생,�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족한 지역 의료시설에 이송 및 배치되고

있으며,�아직도 약 18,000명의 부상자가 입원을 필요로 함.�모든 사망자 및 부상자 추정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약 100만 동 이상의 건물이 적어도 40%�이상의 손상을 받았으며,�약 15만 동 이상의 건물은 완전히
파괴되었음.�오래된 건물,�현재 지진법규 이전에 건축된 건물 등이 큰 피해를 보았으며,�지진으로 액상화
가�발생한 지역은 건물이 전복되었음

-�병상은 부족하며,�의료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발전기와 연료도 부족한 상태임
-�화재 및 응급 의료 서비스(Fire�and�Emergency�Medical�Services:�EMS)는 현재 전체 역량의 50%�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소방시설 장비 역시 많은 손상을 입었음
-�도로 교통은 각종 구조물의 붕괴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철도 및 공항시설 역시 현재 폐쇄되어

사용할 수 없음
-�연료 공급 라인이 파열되어 전력회사들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광범위한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물과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며,�하수 처리 시설 역시 곳곳이 파열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30만 가구 이상이 주택의 구조적 손상을 입었으며 8,000여 가구에 일시적으로 각종 기반 공급(수도

전기 등)이 지연되고 있음
-�이재민의 약 2/3는 쉼터 제공을 필요로 하지만 기존 대피시설 역시 안전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음
-�분뇨,�오염된 물과 음식은 공중 보건을 위협할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
-�많은 기업이 근로자와 고객사를 잃게 되었으며,�군 시설에서도 많은 피해가 보고되었음.�항만시설도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인근 수역에 많은 해상 쓰레기가 모이고 있음
-�통신 시설의 붕괴와 지진 후 높은 트래픽이 집중됨에 따라 통신이 제한되고 있으며,�인터넷 서비스

또한 실패하고 있음.�정전도 그 중에 한 원인임
-�지진으로 인하여 국가경제에 대한 혼란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며,�사회기반시설 및 사유재산 복구에도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부상자(장애인)가�발생하였음.�이러한 비극적인 내용은 향후 정신 건강 문제로

연결될 것으로 예측됨
-�미국 지질 조사국(United�States�Geological�Survey:�USGS)의 실시간 지진 데이터를 통하여 미국연방비

상관리국(FEMA)에서 다각도의 측정방법을 통하여 피해 예측을 평가하고 있음.�또한 FEMA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정부에도 손상 평가 팀이 배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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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미국 환경 보호국(U.S.�Environmental�Protection�Agency:�EPA)과 미국 해안 경비대(U.S.�Coast�
Guard:�USCG)가�유해 물질 유출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 배치되었음

-�미국 적십자(American�Red�Cross:�ARC)는 수천 명의 자원 봉사자와 응급의료,�쉼터,�식량 등을
제공하고 있음

-�합동 정보 센터(Joint�Information�Center:�JIC)는 대중에게 지침을 배포하고 수많은 정보에 응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모든 도시 수색 및 구조 팀이 피해 도시지역에서 활동 중에 있으며 생존자 수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현재 복구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전기 및 통신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각종 사회기반시설은 점점 나아지고 있으나 많은 지역에서 완벽한 복원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FEMA,�국가 비상사태 응답 팀(National�Emergency��Response�Teams),�국토 안보부(Department�

of�Homeland�Security:�DHS)의 국가 운영 센터,�지역 운영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이들에 의하여
대응 및 복구 작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상호 간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연방정부는 미래 재난에 대한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방편들을 개발해야 함
-�구조 엔지니어들은 주요 구조물(건물,�교량,�고속도로,�각종 시설 등)을,�검사 팀은 일반 가정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음.�또한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택 계획(전략)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음
-�대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하여,�군에서는 의료 서비스,�보건 관리 등을 위한 테스크포스 팀이 구축되었음.�

국가 재난 의료 시스템(National�Disaster�Medical�System:�NDMS),�재해 의료 지원 팀(Disaster�
Medical�Assistance�Teams:�DMATs)이 피해지역에 파견되어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음

-�재해 시체 안치소 운영 응답 팀(Disaster�Mortuary�Operational�Response�Teams:�DMORTs)은 희생자
의 식별과 처리를 담당하고 있음

<피해상황:�2차 위험/인적 및 물적 피해/서비스 마비/경제적 효과>
-�유해 물질로 인하여 피해가 막심한 지역은 향후,�오염 제거와 복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됨.�

또한 천연가스 압축시설 및 가공 공장,�정유 공장,�농장의 대규모 저장(탱크)시설,�천연 가스 및 원유
파이프라인 지역에서 문제가 예상됨

-�역사상 가장 피해가 막심했던 2번의 도시 화재는 지진으로 인한 화재(샌프란시스코,�도쿄)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이는 도시에 화석 에너지와 위험 물질(점화원)이 밀집해 있어 높은 농도와 인화성의 특성을
보임

-�화재가 확산되는 잠재적 영향으로 첫째,�소방시스템이 화재 진압보다는 피해자의 수색과 구조를 담당하
고 있는 점,�둘째,�통신시스템 지연으로 인하여 화재 정보를 쉽게 알 수 없는 점,�마지막으로 물 부족과
교통시스템 접근의 어려움이 있음

-�지진의 결과로 2,000여 개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물 부족과 도로 체계의
붕괴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지진으로 인하여 (해일 또는 너울)�홍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수도 공급 및 하수 시스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교통시설,�전기시설,�통신시설,�연료 저장 시설,�중요 사회기반시설(댐,�제방,�원자력 시설,�위험시설
등),�주요 시설(대피소로 이용된 병원과 학교)에 피해가 예상됨

-�이재민에 대하여 보건학적 문제(질병)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함
-�FEMA에서는 발생한 지질과 구조물 파편에 대한 추정량을 120,000,000톤으로 추산하고 있음
-�다양한 경로(주요소,�폐수 시설,�위험물질 시설,�전복 차량)에서 위험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에 전문가가 투입되어 검사가 진행되고 있음.�또한 건물에서 발생한 석면 오염 역시 우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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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영국 독일 네덜란드

6단계 5단계 3단계

단계별
구분

-�환경 분석
-�위험/자원 분석-평가
-�위험요인 분석/평가/관리
-�모니터링

-�위험평가와 시나리오 작성
-�발생가능 판단
-�영향력 평가
-�종합적 시각화

-�재난 위협/위험요인 평가
-�역량분석/전략기획
-�모니터링

시나리오
개발단계

-�특정 지정 없음 -�위험평가와 시나리오 작성 -�재난 위협/위험요인 평가

시나리오
서술내용

-�특정 지정 없음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와 위험,�기반시설 위협 등

-�사고,�자연재난,�인적위협 요
인 등

-�국가 위기 발생요인 중심

시나리오
강조사항

-�특정 지정 없음
-�발생 가능성
-�영향력

-�발생 가능성
-�주·객관적 영향력

시나리오
서술특성

-�특정 지정 없음 -�명확/상세/정확

-�명확하게 구성
-�수치로 제시
-�가중치 제시
-�발생 가능성 제시

시나리오
개발

근거자료

-�재난위험 사전평가
-�국민보호를 위한 정책결정
-�재난관리계획
-�위기관리계획

-�역량분석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감성적

인지도 및 의사소통 수준

재난 관련
계획 및

응용
방법론

-�National�Risk�Assessment�
by�the�Foresight�Horizon�
Scanning�Centre� in�2004�
Civil�Contingencies�Act

-�BBK’s�risk�analysis�of�
probability�and� impact�
(Methode� fur�die�
Riskoanalyse� im�
Bevolkerungsschutz)

-�National�Safety�and�
Security�Strategy�by�
all-hazard�approach�and�3�
multicriteria�methods�
(Weighted�sum�method,�
Ordinal�medal�methods,�
Evamix�method)

출처:�안영훈(2014),�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재난위험 사전평가제도(NRA)의 활성화

7_주요국의 국가재난위험 사전평가제도상재난대응훈련시나리오체계

◦ 주요선진국에서는재난사고시나리오를고도화하기위하여 관련부서가함께국
가재난위험 사전평가제도를 기반으로 한 개발에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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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_초대형 중대재난 시나리오(한국행정연구원,�2012)�요약

경과시간 전개과정

시작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대형 태풍의 한반도 상륙

30분~
1시간

-�장기간 장마로 연약해진 지반을 중심으로 산사태 및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산발적
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일부 댐은 기습강우 등을 견디지 못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위험지역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린 후 30분이 경과한 상황

-�피해지역 주민들은 그동안에도 괜찮았다며 대피명령 거부,�시/군/구청 직원은 이재민
관리로 인한 업무부담 기피로 대피명령 불이행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항도 전달하지 않고 사무실 잔무처리를 위해 복귀

-�그 후 대규모 산사태 발생,�산사태는 인근 송전시설 및 전화중계소에 영향을 미쳐 인근지역
전기,�전화 불통

-�강풍으로 주요시설 유실 및 사망자ㆍ실종자 발생
-�주요시설 침수로 교통ㆍ전기 등 주요 기반시설 마비

-�피해지역 주민의 긴급 대피
-�2차 피해방지 위한 위기경보 발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활동 시작
-�긴급구조본부 활동 시작

-�전 지역에 걸친 초대형 태풍 피해로 인하여,�엄청난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
-�도로와 전기 공급이 끊김

2~5시간

-�태풍으로 전신주 붕괴 /�발전소 등 전력시스템 마비 /�통신시설 마비
-�양적·질적 피해규모의 확대
-�피난시설 부족 및 피난시설 내 혼란 발생
-�주택가 침수
-�전봇대가 쓰러짐
-�통신 시스템의 마비
-�하천변 주택이 떠내려감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도로 차단
-�사회 인프라 시설의 파괴에 따른 단수,�단전,�가스 등의 공급 제한
-�행정 기관의 역할 제한
-�사상자 발생
-�소방/치안/의료 활동의 제한
-�도로 침수로 인한 교통마비
-�산간 지역의 마을 고립



146�/�현장대응자료 연계 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 개발방안

경과시간 전개과정

3일

-�필수물품 부족,�이재민 불편 발생
-�재난지역 내 무질서행위 발생

-�전국적 태풍 피해 발생
-�지역별 자치단체 운영기능 마비 상황 발생

-�이재민 증가로 수용시설 부족 /�구호품 공급의 어려움 /�일부 지역에서 상점 등 약탈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 완료,�하지만 지속되는 장마로 인해
대피시설 이재민 복귀 거부

-�이재민 구호물품 부족으로 인해 실제 재산피해가 발생한 주민에게만 구호물품을 지급하자
내부 불화 발생,�구호물품 도난사고 발생

-�구호물품이 도달하고 있으나 헌 옷과 같은 것으로 이재민이 실제 필요한 일상생활 수준의
식료품 등과는 차이 발생

-�초대형 태풍이 동해안으로 빠져나감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태풍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의 부족사태가 발생

-�장기 구호 대피소 설치 방안 논의
-�전염병 등 예방 위한 방역 활동
-�부상자,�사망자 속출
-�대규모 자원봉사자가 집결하였으나 장비,�시설 부족 등으로 재난현장에서 활동 못함
-�폭염 재난 발생으로 대규모의 사망자 발생
-�상수원의 오염으로 식수 공급 불가능

(후략)

(이어서)



부록 /�147

9_지진 취약도 평가 방법

1)�지진 취약도 평가의 개요

◦ 데이터기반으로작성된 시나리오를살펴보면재난대응담당자의인지능력향상을
위해서 시나리오에무엇을담아야하는지를파악할수있게됨.�이러한사례중에

서 정형화된 기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재난 유형과 기법을 검토해 본 결과,�

지진피해 위험도산정에활용되는 HAZUS가�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음.�이에 대해

방법론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개발된 시나리오 사례를 분석하도록 함

◦ 미국 FEMA에서 개발한 HAZUS는 지자체 공간단위별로 지진피해 위험도를 산출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평가방법론임.�이는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 GIS소프트웨어

와 연동시켜 지역별 지진피해를 시각화함

2)�지진 시나리오 설정

◦ 대상지역에서 피해를산정할기본전제에대하여 결정하도록함.�지진피해산정을
위하여 지진의 규모와 위치를 가정하고 단층 운동으로 발생한 지반 진동 및 변형

을 산정함

◦ 지진 위치 및 규모를 전제하는 방식은 아래 3가지로 구분함
‐ 결정론적 방식에서는 과거 역사 및 계기 지진 자료를 조사하여 최대 지진규
모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단층,�감쇠 전달,�지반 지질 등을 감안하여 최대

지반 가속도를 계산함

‐ 확률론적 방식에서는 역사 및 계기 지진 자료를 조사하여 재현주기별로 확
률론적으로 최대지반 가속도 값을 계산함

‐ 임의적 방식에서는 최대가속도와 가속도 스펙트럼을 계산하여 피해를 산정
◦ 지진피해 산정을 위하여 지역성을 검토해야 함

‐ 지역성은 지반 특성,�건축물 특성,�인구 및 대피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전달 특성은 지진파의 감쇠 및 고유진동 특성임.�지반 특성은 감쇠율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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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고결 충적층의 분포를 의미함

‐ 건축물 특성은 지진 고유진동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형식,�연한,�내진
설계 적용 유무 등임

‐ 인구 및 대피 특성은 취약계층 인구 및 대피공간의 분포와 같은 인명피해

밀집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 �3)�지진피해 산정

◦ 예상 지진피해를 직접적인 1차 피해와 2차로 야기되는 피해 그리고 간접 피해로
구분함

‐ 1차 피해는 건물,�주요 시설,�교통 라이프 라인(도로,�철도,�공항,�교량)�및
생활 라이프 라인(상하수도,�가스,�전기)의 피해임

‐ 2차 피해는 화재,�잔해 및 위험물질,�침수,�해일,�댐 및 제방 붕괴임
‐ 인명 및 경제 피해는 사상자,�재난 구호소 및 장기적인 경제손실 등임.�이러
한 구분에 따라 피해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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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대형 재난사고 기사의 표준행동절차 13개 기능 연관성 분석

◦ 포털을활용하여과거대형재난사고사례의핵심 13개 기능에대한기사를검토하
였음.�표준행동절차의 13개 핵심기능은 아래와 같음

◦ 핵심기능별로뉴스를 검색하였으며,�재난사고특성에따라 13개 핵심기능모두가
활성화되지 않음

핵심기능 공통 재난대응 단위직무

#1.�기능총괄 및 상황관리

1A 기능총괄 및 조정

1B 재난상황관리 총괄

1C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1D 초기 현장정보 수집·전파 및 필요자원 지원 요청

#2.�긴급 생활 안정 지원

2A 이재민 임시주거 및 수용시설 지원

2B 재해구호물자 지원

2C 재난지원금 지원

2D 재난 피해자 및 가족 총괄지원

#3.�긴급 통신 지원 3A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복구 및 지원

#4.�시설응급복구 4A 응급복구를 위한 중장비 및 조작요원 지원

#5.�에너지 공급 기능 복구
5A 가스시설 복구현황 파악 및 상황관리

5B 전력시설 복구현황 파악 및 상황관리

5C 유류시설 복구현황 파악 및 상황관리

#6.�재난관리자원 지원
6A 재난물자 종합 상황관리

6B 민방위대원 참여 지원

#7.�교통대책
7A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통한 비상수송대책 및 교통시설 안전관리

7B 교통정보 관련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8.�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8A 사상자 상태파악 및 이송 조치

8B 응급의료소 설치 및 재난의료지원단(DMAT)�현장 투입 지원

8C 피해지역 방역활동 지원

#9.�재난현장 환경 정비
9A 재난 후 일반쓰레기 처리

9B 유해화학물질 피해 및 처리 상황파악

#10.�행정지원 및 자원봉사관리
10A 자치구 행정응원 및 지원

10B 자원봉사자 현황파악·요청 및 안내·관리 등

10C 재난관리기금 운영

#11.�사회질서 및 대외협력
11A 군(인력,�장비)�동원 협의 및 상황파악

11B 경찰(인력,�장비)�동원 협의 및 상황파악

11C 교육청 협의 및 상황파악

#12.�수색,�구조·�구급 12A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갈음

#13.�재난 수습 홍보

13A SNS상의 시민의견 모니터링 및 이슈·왜곡된 정보 파악·전파

13B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 브리핑

13C 사고 상황 파악 및 언론 대응 준비

13D 시민의 제보사항 접수·분배(SNS,�홈페이지)

13E 언론매체 보도내용,�여론 동향 점검 및 왜곡정보 온라인상 대응

13F 재난현장 취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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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재난사례를대상으로뉴스기사를검색한결과,�재난별로 6개이상 9개이하
의 핵심기능에 대해 발표한 기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과 #5의 핵심기능은 7개의 재난사례 중 어떤 기사에서도 서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핵심기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세월호 침몰사고 O O O O O O O O

메르스 O O O O O O O

노량진 수몰사고 O O O O O O

상왕십리 열차추돌사고 O O O O O O O O O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O O O O O O

어린이대공원 사육사사고 O O O O O O

중국버스 추락사고 O O O O O O

핵심기능 주요 내용

#1.�기능총괄 및 상황관리
-�재난사고 현장 방문 및 현장조사
-�재난사고 대처방안 검토
-�재난사고 원인 조사 및 수습을 위한 대책반 구성

#2.�긴급 생활 안정 지원

-�PTSD�치료 지원
-�메르스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재난사고 보상 합의
-�치료비 지원

#3.�긴급 통신 지원 -

#4.�시설응급복구 -�재난사고 현장 및 관련시설 응급복구

#5.�에너지 공급 기능 복구 -

#6.�재난관리자원 지원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해 침체된 공연·예술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지원

#7.�교통대책 -�지하철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체 교통수단 투입

#8.�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 및 의료서비스 제공
-�보호자를 위한 병상 확보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병원 부분 폐쇄
-�실종자 시신 추가 수습

#9.�재난현장 환경 정비

-�세월호 인양 결정
-�구조를 위한 현장 정비
-�재난사고 현장 수습 및 복구
-�재난사고 현장 정비를 위해 시설물 임시폐쇄

#10.�행정지원 및 자원봉사관리
-�희생자 보상비 국비 지원
-�피해자 지자체·기업체 등 다양한 단체들의 지원

#11.�사회질서 및 대외협력
-�피해자 수색을 위해 공군의 지원
-�군의 비상대책 착수
-�피해자 학생들을 위한 지원

#12.�수색,�구조·�구급
-�경찰 및 소방당국의 실종자 수색작업
-�경찰 및 소방당국의 피해자 구조작업

#13.�재난 수습 홍보
-�허위정보 및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엄중처벌
-�재난사고 현장에 대한 전반적 취재
-�사고조사 결과 발표,�사고경위에 대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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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_재난사고의 교훈

◦ 재난사고 시나리오는 특정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제반 문제점과 이의 대응을
점검하고 상황판단과 대처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징이 있음

◦ 주요재난사고대응의 교훈(서울연구원,�2015)�중에서 재난사고시나리오를활용
하여문제점을점검할가능성이 있는항목을파악해봄.�이는다음표의 4가지 유

형 중에서 역량 미흡 유형과 피해 확산 유형에 분포함을 알 수 있음

◦ 재난사고시나리오로 점검가능한교훈은역량미흡유형의 해당지역 이해부족,�
재난 이해 부족,�재난 자료 미비,�매뉴얼 근거 미흡,�매뉴얼 숙지 부족,�교육훈련

미흡 등임.�피해 확산 유형에서는 상황판단 미흡과 늦은 의사결정에 해당되는 것

으로 파악됨

재난사고
주요 시사점 유형

원인 미통제 역량 미흡 피해 확산 수습혼란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사고 ○ ◎ ◎ ○

가로수길 철거건물 붕괴사고 ◎ ○ ○ -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 ◎ ◎ -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 ◎ ◎ ◎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 ◎ ◎ ○
세종대 실험실 황산 유출사고 ○ ○ ○ -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 ◎ ○ -
숭례문 화재사고 ○ ◎ ◎ ○

여의도 공사현장 지반 붕괴 ○ ◎ ◎ ○

※�◎：강한 연관성,�○：연관성,�-：연관성 미흡

◦ 시나리오의관점에서대표적인대형 재난사고들로부터반복적으로보이는교훈을
요약하면담당자들이재난에관한이해가부족하고대처하기 위한행동요령을숙

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 재난사고 특성과 지역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여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곤란하고 지식을 축적하기도 어려우며 매

뉴얼의 한계로 효과적으로 행동요령을 숙지하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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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주요 재난사고 시나리오와 공통요소 검토

1)�NPS의 지진 시나리오

구분 NPS(지진 시나리오)

공통요소
구성

-�공통요소 전반이 NPS상에 잘 반영되어 있으나,�타임라인이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음

구분 공통요소 정의 NPS22)�

전제

개요 -�재난,�피해 및 대응 약술 ①,�②
재난 특성 -�재난의 위험 요인과 영향 ③,�⑤,�⑧,�⑪

위험도 -�재난 발생 추이와 위험도 분포 ①,�④

상황
발생 -�재난 발생 양상,�규모,�장소,�시각 ④,�⑥
피해 -�주요 대상물의 타임라인별 피해 ④,�⑪,�⑫

대응

대응 임무 -�재난수습부서 대응과 1차 초동대응기관(소방관서)의 임무 ⑥,�⑦,�⑧
황금시간 -�초동대응 시간 단계별 임무 ⑦,�⑧,�⑪

재난대응 표준절차 -�지원 기관 공통 업무 ⑦,�⑧

극한상황
가정

-�실제 미국 단층지대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검토
·�진도계급은 Ⅰ~�Ⅻ →�알래스카 지진:�Ⅹ,�샌프란시스코와 뉴마드리드 지진:�Ⅺ
·�실제사례에 맞춰 진도로는 Ⅷ,�규모로는 본진 7.5,�여진 8.0�발생상황을 가정

위험도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활용

-�위험평가라기보다는 검토해야 할 요소들이 서술되어 있으며,�시나리오 중간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서술한 일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즉,�지진에 따른 피해영향을 검토
·�2차 위험/사건:�천연가스와 석유 재난,�화재,�홍수,�사회기반시설 피해,�질병,�잔해와 쓰레기 문제,�

위험물질,�수색과 구조
·�사망자/부상자
·�재산피해
·�서비스 중단:�의료,�소방 및 긴급의료,�교통,�에너지,�단수,�상수,�폐수처리,�이재민,�질병과 병,�사업영향,�

군대시설,�항만시설,�통신시설
-�서술 중간에 미국 중부 및 동부 지역의 경우,�지진파가 더 빠르게 이동함을 명시.�따라서 캘리포니아와

동일한 지진이 미국 중서부 지역에 발생할 경우,�더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
->�이 내용은 위험도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분석이 아닐 경우,�서술할 수 없는 내용임

-�또한여진에 대한내용에서도과거 사례에 비추어,�여진이 발생할수 있고,�몇 개월 동안 일어날수있다고서술

점검 목표
설정

-�대지진에서 활성화되는 주요 Mission�Areas를 설정
·�인프라 보호,�응급 평가/진단,�응급 관리/대응,�위험 완화,�피난/대피소,�피해자 관리,�복구/치료

타임라인
설정

-�NPS의 경우,�시나리오 자체가 타임라인에 따라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서술 중간 중간에 시간개념이
들어가 있는 서술이 있음.�시간개념이 있는 내용만 순서대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음
·�규모 7.5�지진 발생,�몇 시간 후 규모 8.0�지진 발생
·�초기 대규모 부상자가 주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
·�항만 시설은 1개월 동안 완전히 폐쇄와 복원작업,�수도권 주요 공항은 약 10일 동안 폐쇄
·�대다수의 주민은 전력 및 수도 시설을 앞으로 10일간 사용이 불가능
·�식품,�의약품,�휘발유,�기타 생필품 등의 전달은 처음 10일 동안 제한
·�모든 통신 시스템은 점차적으로 복구되어 첫 주에 약 90%�정도까지 복구
·�상·하수도 시설의 피해로 위생 및 하수를 위한 사용이 약 10일간 중단
·�72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교통편으로 돌아가지 못함

22)�①�General�Description,�②�Detailed�Attack�Scenario,�③�Geographical�Considerations/Description,�④�Timeline/Event�
Dynamics,�⑤�Meteorological�Conditions,�⑥�Assumptions,�⑦�Mission�Areas�Activated,�⑧�Secondary�Hazards/Events,�
⑨�Fatalities/Injuries,�⑩�Property�Damage,�⑪�Service�Disruption,�⑫�Economic�Impact,�⑬�Long-Term�Health�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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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PS의 폭발물테러 시나리오

구분 NPS(폭발물테러 시나리오)

공통요소
구성

-�NPS�지진 시나리오 사례와 동일

극한상황
가정

-�실제 폭발물의 폭발 압력에 대한 실험값을 반영하여,�3개 지점에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하고,�그 과정에서
시나리오 발생지점의 인구를 고려하여 예상되는 인명피해를 상세하게 가정
·�총 100여 명의 사망자와 450명의 부상자

위험도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활용

-�실제 National�Fire�Protection�Association�(NFPA)�921�Guide�for�Fire�and�Explosion�Investigations의
폭발물 실험값(데이터)을 사용하여,�3군데 발생지점의 폭발 영향지역을 평가

-�또한 아래와 같이 폭발압력에 따른 인명 피해와 건물 피해의 현상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폭발압(psi)� 인명 피해 폭발압(psi)� 건물 피해

0.5 -�파편(유리 이하 동일)에 의한 부상 임계값 0.15 -�사용되는 유리에 대한 일반적인 과압

1.5 -�파편이 피부에 박히는 부상 임계값 0.4 -�심각하지 않은 구조적 손상

2.0~3.0 -�파편에 의한 심각한 부상 임계값 2.0 -�일반적인 벽과 지붕의 부분 손상과 붕괴

2.4 -�고막 파열 임계값 2.0~3.0 -�비강화 콘크리트 블록 벽의 손상

3.0 -�압력에 의하여 바닥으로 쓰러짐 2.3 -�심각한 구조적 손상에 대한 최소값

4.0~5.0 -�파편에 의한 심각한 부상의 발생 50%�확률 4.8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7.0~8.0 -�파편에 의한 심각한 부상의 발생 100%�확률 5.0 -�나무 전신주의 변형

14.5 -�직접 폭발 영향으로 인한 즉사 임계값 7.0~8.0 -�벽돌벽의휨과전단(20cm에서30cm�두께,�비철근)

29.0 -�직접 폭발 영향으로 인한 즉사 99%�확률 10.0 -�건물에 예상되는 모든 파괴현상

점검 목표
설정

-�폭발물 테러에서 활성화되는 주요 Mission�Areas를 설정
·�예방/억제,�응급 평가/진단,�응급 관리/대응,�위험 완화,�피난/대피소,�피해자 관리,�수사/체포,�복구/치료

타임라인
설정

-�NPS의 경우 시나리오 자체가 타임라인에 따라 기술되어 있진 않으나,�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폭발물
테러의 특성상 전체적인 서술 자체가 타임라인(연쇄 사건)에 따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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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대형 중대재난 시나리오의 발굴 및 사전 대응체계의 마련’의 풍수해

시나리오

구분 초대형 중대재난(풍수해)

공통요소
구성

-�심층인터뷰,�환경스캐닝을 기반으로 재난의 변화 양상 및 특성을 도출하고,�델파이 분석 실시
-�전문가들의 논의된 의견을 기반으로 초대형 중대재난의 구체적 전개 시나리오를 발굴
-�타임라인에 의한 서술

극한상황
가정

-�초대형 재난을 가정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내용들을 서술.�과거 재난사례를 통하여 귀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피해규모(공간 범위/양 범위),�사회적 파급효과

-�해당유형에서는 극한상황 범위를 아래와 같이 가정
·�500명이 넘는 사상자,�200억 원 재난피해,�5,000명 이상 이재민 발생

위험도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활용

-�위험도 평가에 대한 내용은 없음

-�시나리오 작성 전에는 과거 재난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규모의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했으나,�실제로
풍수해 재난 유형을 위하여 검토된 후,�광범위하게 적용된 과정은 보이지 않음
·�단순히 500명이 넘는 사상자,�200억 원 재난피해,�5,000명 이상 이재민 발생
·�내용상의 정량적인 내용은 미흡하나,�정성적인 서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서술

점검 목표
설정

-�풍수해의 경우,�시나리오상에서 서술된 주요 영역을 선정함
·�재해구호 물품확보/보급,�기반시설 및 중요자원,�집단진료/공중보건,�집단피난과 피난소 재배정 기반시

설,�기타(경제적 빈곤화 발생,�농수산물 가격 급등,�사회적 갈등)

타임라인
설정

-�명확한 풍수해 발생 시간대를 설정하여 시나리오를 상세하게 서술함
·�시작,�30분~1시간,�2~5시간,�6~10시간,�1~3일,�3일,�7일,�15일,�1~2개월,�6개월

시간대 주요 내용

시작 -�초대형 태풍 한반도 상륙

30분~1시간 -�산사태와 지반침하 발생,�일부 통신 및 전기마비,�사상자 및 이재민 발생 시작

2~5시간 -�큰 범위의 전력시스템 마비,�피해 확대

6~10시간 -�북상으로 타 지역에 동일한 피해가 지속 발생,�고립 및 구호품,�철도 붕괴

1~3일 -�대피소 부족 현상,�침수지역 확대,�소방/치안/의료 서비스 제한

3일 -�필수품 부족,�이재민 불편발생 시작,�공공기관 일부 기능 운영 마비,�인력장비 부족

7일 -�태풍 소멸,�실종자 수색,�전염병 발생,�식수 부족,�시신 처리,�치안 문제 확대

15일 -�복구 작업 시작,�상황종료

1~2개월
-�재해 유언비어,�보상금 문제 등 피해자 갈등,�공무원 피로감 확대,�농수산물 가격 급등,�

경제적 빈곤화,�사회적 갈등 발생

6개월 -�이주단지 건설,�새로운 커뮤니티 갈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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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대응 표준행동절차서 개발 연구’의

다중이용시설 복합재난 시나리오

구분 표준행동절차서(다중이용시설 복합재난)

공통요소
구성

-�서울시 재난대응 표준행동절차가 반영된 타임라인에 따른 시나리오
-�극한상황,�위험도 평가 적용은 나타나지 않으며,�DB�활용 또한 미흡

극한상황
가정

-�시나리오상에 서울 지역에서 어떠한 규모의 지진으로 인하여,�내진설계가 비교적 잘되어 있는 대형건물의
붕괴가 발생한다고 극한상황을 가정하였으나,�이에 대한 근거는 없음

-�또한,�인명 피해에 대한 규모를 제시하였으나,�어떻게 검토되었는가에 대한 근거는 없음

위험도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활용

-�시나리오 구성을 위하여 DB를 구축하자고 명시되어 있으나,�DB안의 내용은 과거사례 또는 취약성 분석
등을 위한 통계자료보다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구성항목 DB�성격이 강함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피해 시나리오 대상지로 신도림 지역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에 대한 내용은 없음
·�단순히 피해가 증폭될 요소(교통 중심,�대형건물 등)가�많기에 선택되었다고 서술

점검 목표
설정

-�표준행동절차의 13개 핵심기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상황 설정
·�#1.�기능총괄 및 상황관리,�#2.�긴급 생활 안정 지원,�#3.�긴급 통신 지원,�#4.�시설응급복구,�#5.�

에너지 공급 기능 복구,�#6.�재난관리자원 지원,�#7.�교통대책,�#8.�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9.�
재난현장 환경 정비,�#10.�행정지원 및 자원봉사관리,�#11.�사회질서 및 대외협력,�#12.�수색,�구조·�
구급,�#13.�재난 수습 홍보

타임라인
설정

-�명확한 시간대를 설정하여 시나리오를 서술함(일부 요약)
·�14:00,�14:07,�14:13,�14:17,�14:33,�14:44

시간대 주요 내용

14:00 -�재난 발생.�붕괴사고.�대형 다중이용시설에서 300여 명 관람객 입지

14:07 -�영화관에서 진동 발생

14:13 -�바닥이 도출되기 시작

14:17 -�안내방송에 따라 전원 대피 시작

14:33 -�매몰과 사망자 발생

14:44 -�소방당국 긴급구조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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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_주요 대형 재난사례

◦ 서울에서 발생한 주요 대형 재난사고 사례는 아래와 같음

재난 유형 명칭 일시
사망
(명)

부상
(명)

비고

집중호우 2001�집중호우 2001.7 44 104 -�2일간 총 강수량 310㎜

태풍 태풍 베티 1972.8 281 180 -�실종 24명,�이재민 약 23만 명

낙뢰 �팔각정 낙뢰사고 2010.9 - 15 -�낙뢰를 동반한 소나기

대설 서울 폭설 2010.1 - - -�적설량 25.4cm,�교통 마비

화재 대연각호텔 화재사고 1971.12 166 68 -�프로판 가스통 폭발로 21층까지 화재

폭발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1994.12 12 49 -�이재민 816명

산불 구룡산 산불 2002.3 - - -�임야 1,000평 소실,�비닐하우스 4동 반소

붕괴
성수대교 붕괴 1994.10 32 17 -�총 6대의 차량 추락

삼풍백화점 붕괴 1995.6 501 937 -�실종 6명,�부실 시공 및 무리한 증개축이 원인

위험물사고 종각역 지하상가 가스누출 2006.9 - 95 -�치료비 0.43억 원,�영업손실액 1.93억 원

철도·지하철 사고 �상왕십리역 열차추돌사고 2014.5 - 238 -�정차한 전동차와 후속 전동차 간 추돌

항공기 사고 헬기 추락사고 1993.6 7 - -�영화 촬영 중 사고

선박 사고
한강 세모 유람선 침몰

사건
1990.6 14 - -�선박 간 충돌 및 선박과 교각 간의 충돌

수질오염 사고 한강 기름 유출 사고 1996.8 - - -�제일제당 김포공장의 벙커씨유 탱크에서 유출

감염병 확산 메르스 감염병 2015.5 38 186 -�미숙한 초기대응으로 피해 확산(전국 집계 기준)
보건의료 서비스 마비 서울대병원 구내 정전사고 1999.9 - - -�1시간 정전,�냉방설비급증에 따른 과부하

압사 사고 서울역 압사사고 1960.1 31 41 -�귀성객들이 몰려들며 압사사고 발생

에너지 공급마비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 2000.2 - 4 -�전력/전화/업무/교통신호 마비

대규모 정전 2011.9 - - -�162만 가구 정전 추산

테러 김포공항 폭탄 테러 1986.9 5 33 -�고성능 사제 시한폭탄 폭발

◦ 뉴욕과 도쿄에서 발생한 주요 대형 재난사고 사례는 아래와 같음

도시 재난 유형 명칭 일시 피해 요약

뉴욕

폭풍 허리케인 샌디 2012.10 -�253명 사망,�630억 달러 재산피해(전국 기준)

한파 한파 2016.2 -�영하 31도,�시속 72km�강풍

철도·지하철 사고 지하철 탈선사고 1991.8 -�5명 사망,�200명 이상 부상

항공기 사고
항공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충돌 1945.7 -�3명 사망,�11명 부상

비행기 허드슨 추락 2009.1 -�승객 150명 구출

선박사고 선박 화재 침몰 1904.6 -�1,021명 사망

토양오염사고 러브캐널 사건(토양오염) 1978.8 -�주민건강 이상 현상 발생

테러 월드트레이드 항공기 테러 2001.9 -�6,000여 명 이상 인명피해,�1,050억 달러 재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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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f�Developing�Disasters�and�Incidents�Scenarios�Based�on�

Emergency�Responses

Jong-Seok�WonㆍSang-Gyoon�Kim

The�properties�of�disaster�such�as�impossible�prediction,�complexity�

and�changeability�make�its�effects�on�people�and�property�devastating.�

A�scenario�is�practical�for�this�case�because�it�provides�a�realistic�

simulation� and� enables� actors� to� monitor� weaknesses� in�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current�state�of�disaster�scenarios,�the�cases�of�disaster�scenarios,�and�

the�usability�of�related�materials�and�data.

In�the�Seoul�Metropolitan�Government(SMG),�disaster�scenarios�are�

depicted� in�manuals�and�exercises.�However�these�approach� lacks�

reality,�scientific�method,�and�linkage.

In�cases�of�advanced�usage,�disaster�scenarios�are�developed�using�a�

systematic,� data-based,� goal� evaluation� oriented,� and� exercise�

adjustable� method.� This� method� contributes� effectiveness� to� the�

emergency�response�system.�

From�usability�perspective,�disaster�scenarios�can�comprise�data�of�

occurrences�and�vulnerability�with�effective�response�resources.�The�

data�has�statistics,�report,�white�paper�and�geospatial�attributes.

We�proposed�elements�of�a�disaster�scenario�in�Seoul.�Those�include��

actors’� procedures,� situation� setting,� regional� hazard� estimation,�

monitoring�goal,�and�timeline�matching.�Our�investigation�has�led�us�

to�the�following�conclusions.

�i)�SMG�should�make�“the�smart�exercise�and�training�system”�based�

on�disaster�scenarios�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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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MG� should� develop� advanced� manuals� with� systematic� and�

sensible�visualization�and�diagramming.

�iii)� SMG� should� make� first� witness� citizen’s� manuals� with� brief�

contents�and�comprehensible�pictures.

�iv)� SMG� should� develop� disaster� scenarios� for� prevention� or�

restoration�in�the�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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