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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헬멧(White Helmets)과 민방위 정신

시리아 내전은 민방위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볼만한 대

상이다. 왜냐하면 내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정하는 민방위사태와 다름없는 

유사한 사태가 수시로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방위대원의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과 

관련하여 우리가 참고할만한 자발적 시민활동들이 활발히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다년간 시민들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세습독재에 저항하는 시위과정에서, 그리고 

2011년 4월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이 본격화 되면서 비무장 시민들이 육상과 공

중에서의 포격으로 많은 희생을 당하였다. 더군다나 정부군은 반군을 진압하는 과정에

서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수차례 화학무기를 무차별로 사용해 많은 희생자들을 내기

도 했다. 

시리아 내전은 독재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과 불복종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와 인권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시리아 국민들의 거리 시

위를 알아사드 정권은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전으로까지 이어지

게 되었다. 어쨌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시리아 시민들의 열망, 그리고 이를 쟁취하

기 위해 그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시리아 내전에서 배워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보통사람들에 의한 보편

적인 인류애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화이트 헬멧(White Helmets)의 인명구조 활동이 

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화이트 헬멧은 2013년에 설립된 2,900여명의 시리아 시민으로 구성된 자율 민방위 

조직이다. 하얀색 헬멧을 쓰고 활동한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그들의 활약상은 세계를 감동시키고도 남았다. 정부군이나 러시아 폭격기의 폭탄

투하가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화이트 헬멧 대원들이 폭격현장으로 달려갔다. 시리아내

전이 한참 진행되었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포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화

이트 헬멧 대원들은 58,000여명의 인명을 구조하였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130명 이

상의 대원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정부군이나 반군을 가리

지 않고 인명구조 활동을 펼쳤다고 한다. 그들에게 피아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했으

며 중요한 것은 천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개개인의 생명을 구해내는 것이었다.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

김 명 선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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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론(時論)

얼마 전에 우연하게 시청했던 넷플릭스(Netflix)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The White 

Helmets”에서 한 대원이 한 말이 내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모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생명입니다. 모르는 아이라도 제 아들 같죠.“

테레사 수녀의 어록 중에 ‘한 번에 한 사람’(One person at a time)으로 시작되는 말

이 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

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

다......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

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이런 정신은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인류 전체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화이트 헬멧의 인명구조 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다.

천체물리학자 Karin Öberg 하버드대 교수는 그녀의 TED Talk에서 강조한다. 태양계

를 이루는 행성의 하나로서 우리 지구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가를. 태양에서 조금이라

도 더 가까웠거나 조금이라도 더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면 지구의 물은 모두 증발하거

나 얼어버렸을 것이라고. 그리고 설령 지금처럼 물이 많았어도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화학 물질(구체적으로는 사이안화수소)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물은 넘쳐나도 생명체

가 없는 행성이 되었을 거라고. 이로 볼 때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

마한 우주의 기적과 신의 섭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구상

의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이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가 오늘도 살아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더욱 감사할 일이 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이를 수호한 순국선열들의 희생에 대해서이다. 우리가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좀 더 열정을 바쳐 발전시켜 나아가야할 민방위 제도도 결국 동포애, 인류애의 바탕 위

에서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위키백과, Netflix의 다큐멘터리 “The White Helmets”, 그리고 TED Talk “The 

galactic recipe for a living planet”의 내용을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민방위 제도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아가고 있는 서울특별시 

민방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는 사이안화수소)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물은 넘쳐나도 생명체가 없는 행성이 되었을 거라
고. 이로 볼 때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주의 기적과 신의 섭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
겨야 할 이유이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가 오늘도 살아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더욱 감사할 일이 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살 수 있도
록 이를 수호한 순국선열들의 희생에 대해서이다. 우리가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좀 더 열정
을 바쳐 발전시켜 나아가야할 민방위 제도도 결국 동포애, 인류애의 바탕 위에서 재설계되
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위키백과, Netflix의 다큐멘터리 “The White Helmets”, 그리고 TED Talk “The 
galactic recipe for a living planet”의 내용을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민방위 제도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아가고 있는 서울특별시 민방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는 사이안화수소)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물은 넘쳐나도 생명체가 없는 행성이 되었을 거라
고. 이로 볼 때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주의 기적과 신의 섭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
겨야 할 이유이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가 오늘도 살아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더욱 감사할 일이 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살 수 있도
록 이를 수호한 순국선열들의 희생에 대해서이다. 우리가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좀 더 열정
을 바쳐 발전시켜 나아가야할 민방위 제도도 결국 동포애, 인류애의 바탕 위에서 재설계되
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위키백과, Netflix의 다큐멘터리 “The White Helmets”, 그리고 TED Talk “The 
galactic recipe for a living planet”의 내용을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민방위 제도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아가고 있는 서울특별시 민방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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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불암산, 수락산, 영축산, 초안산 및 중랑천, 당현천 등 우수한 자연환경

과 풍부한 녹지공간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지역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

연친화적 도시이며, 55만여명의 구민이 거주중인, 서울 자치구중 4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남양주, 의정부시 등 경기지역과 중랑구, 성북구 등 서울 도

심지와 사통발달 통해있는 교통망으로 서울 동북부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명실

상부한 “서울 동북부의 중심지”입니다. 

 노원구는 아동 친화적 교육도시로 강북지역중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는 교육특구

이며, “노원 탈 축제” “태ㆍ강릉 어가행렬” 등 연중 다양한 축제 및 전시회 공연 등

의 문화행사로 문화가 일상인 문화도시로 탈바꿈 되고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대

표적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개발과 

동북선 지하 경전철 착공 등의 지역 개발을 통해 일자리가 넘치고 활력있는 경제도

시, 미래지향적 균형발전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노원구 민방위팀은 2018년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자치안전과

로 부서가 개편되었습니다. 민방위팀은 신설된 재난안전팀과 함께 2019년 

2020년 발생한 수락산 산불화재시 통합지원본부 운용 및 인원을 지원하여 

조기에 산불을 진화하고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였으며,『코로나19』생활방역

TF팀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지난 2019년에는「을지태극연습」간 구의 비상대비태세확립을 위하여 마들스

타디움에서 서울시 전국체전에 대비한 “생물 대테러 대비훈련”을 서울시 대표로 

민ㆍ관ㆍ군ㆍ경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대응 매뉴얼 및 동영상을 제

공하였고, 698개의 지역 민방위대와 129개 직장민방위대 약 30,000명의 민방위 

대원을 연 87회이상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사이버민방위교육을 운영 5

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화 교육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원구 민방위팀은 주어진 자리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적 발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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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은 1989년 6월 23일 첫 진료를 시작했다. 1994년과 2008년 각각 동

관과 신관을 건립하여, 현재 단일병원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병상 수(2,700병

상)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후발주자, 짧은 역사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

난 30년간 대한민국 의료계에 큰 족적을 남기며 성장했다. 특히 장기이식, 암, 심혈관 

분야에서의 활약이 독보적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사랑과 나눔의 설립 이념을 

바탕으로 국내 소외계층 환자를 위한 진료비 지원과 의료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 저소득층 환자와 아시아 저개발국 의료진을 위한 초청 진료, 의료기술 전

수 활동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다. 뛰어난 수술 성적, 의료 서비스의 질, 사회공헌 실

적 등을 인정받아 14년 연속(2007년~202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병원’

에 선정됐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 수는 하루 평균 12,000명. 방문객 수를 더하면 하

루 6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아산병원을 찾고 있다. 

9대 주요 암을 비롯해 장기이식, 수술 건수 모두 국내 1위를 기록했다. 매년 전 세계 

60개국 500여 명의 의학자가 이곳을 찾고 있으며, 해외 환자 수도 해마다 늘어 2019

년 한 해 2만여 명의 환자가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병원 비상계획관은 ‘14년에 신설되었으며 초대 강범식 부장이 부임하여 정부 임무

고지 수행을 위한 충무계획 수립, 직장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예비군업무 협조ㆍ조

정, 보안ㆍ재난ㆍ안전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병원은 국가비상시 전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상수를 현재보다 1,400병상을 추가로 

늘려서 운용할 수 있도록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훈련ㆍ검토 등을 통하여 보완ㆍ발전시

켜나가고 있다. 

 

또한 병원은 재난관리를 위해 병원외 재난(6개항목)과 병원내 재난(11개항목)을 구

분하여 대비하고 있다. 

*병원외 재난(6) : 감염병, 대형화재, 테러, 대형교통사고, 붕괴사고, 폭발사고

*병원내 재난(11) :  화재ㆍ정전ㆍ가스폭발ㆍ테러ㆍ감염병ㆍ식중독ㆍ방사선ㆍ단수ㆍ지진ㆍ붕괴ㆍ수해

2  서울아산병원

2 현장의 목소리

서울아산병원

강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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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외 재난 시 병원은 평시보다 많은 응급환자를 신속히 진료 가능하도록 

응급실 확대에 중점을 두고 대비 중이며, 병원내 재난 시에는 재난 유형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예방ㆍ대비활동을 하며, 경보발령 시 병원차원에서 종

합적 판단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1단계 

담당부서, 2단계 병원전체, 3단계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병원은 환자와 직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내 유입과 확진자 진료 두가지를 동시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에서 원인미상 

폐렴 환자가 집단 발생했을 때, 우선 감염관리실에서 전 직원에게 알리고, 중

국 경유력 확인, 포스터 게시 등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병원외 재난(6) : 감염병, 대형화재, 테러, 대형교통사고, 붕괴사고, 폭발사고
 *병원내 재난(11) : 화재․정전․가스폭발․테러․감염병․식중독․방사선․단수․지진․붕괴․수해
병원외 재난 시 병원은 평시보다 많은 응급환자를 신속히 진료 가능하도록 응
급실 확대에 중점을 두고 대비 중이며, 병원내 재난 시에는 재난 유형별로 담
당부서를 지정하여 예방․대비활동을 하며, 경보발령 시 병원차원에서 종합적 
판단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1단계 담당부
서, 2단계 병원전체, 3단계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병원은 환자와 직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
내 유입과 확진자 진료 두가지를 동시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에서 원인미상 폐
렴 환자가 집단 발생했을 때, 우선 감염관리실에서 전 직원에게 알리고, 중국 
경유력 확인, 포스터 게시 등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1/3～) 주의(1/20～) 경계(1/27～) 심각(2/23～)
해외의 신종 감염병 발생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국내유입후 타지역 전파 신종감염병 전국확산 징후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위기대응 상황실 설치, 확진을 
위한 유전자증폭검사 신설, 중국 경유환자 원내 선별진료 프로세스 등을 가동
했고 면회객 제한, 간병인 관리, 직원 보호구 착용 수준을 강화했다. 
‘경계’단계로 격상 시에는 선별진료소 설치, 병원 출입구 축소 운영, 통제선 설
치, 보안요원 배치,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필요 비품․소모품 수급 점검, 외래 
자동접수 키오스크에 직원배치, 병원내부 전산망에 코로나바이러스 게시판 설
치하여 관련 정보 공유, 출입구 전체에 열상카메라 설치하여 발열모니터링, 이
동식 음압기 구비된 선별진료소 설치, 증상있는 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병상이 
갖추어진 응급중환자실(의료진 레벨D 수준의 보호구 착용) 등을 마련하였다. 

시스템적 운영

● 평 시 : 재난 유형별로 담당부서별 판단 및 조치(예방, 대비)

화재·
가스폭발

정전·단수
수해·지진

·붕괴
전염병·
식중독

방사능 유출 테러

시설팀 감염관리실 안전관리실 보안관리팀

● 재난(경보발령)시 : 병원차원에서 종합적 판단 및 조치(대응)

화재·
가스폭발

정전·단수
수해·지진

·붕괴
전염병·
식중독

방사능 유출 테러

· 소방서

· 한국가스

 안전공사

· 한전

· 상수도

 사업본부

· 군.경.소방

·  한전.KT.가 

스공사

· 질병관리본

·     감염병전문

 치료병원

·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

 의학원

· 경찰서
· 소방서
· 210연 / 특전사

대응

1단계

(담당

부서)

대응

2단계

(병원
전체
대응)

· 경미한 피해

· “주의” 경보

· 피해확대 예상

· “경계”“심각”

 경보

· 단순상황판단

  및 조치

· 담당부서조치 

  및 관련부서 

  지원

· 통합상황판단

  및 조치

· 병원 전역량

  최대활용

· 유관부서협조

YES

YES

담당부서 
조치여부

병원자체 
조치여부

재난발생
(경보발령)

NO

NO

● 유관부서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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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1월3일~) 주의(1월20일~) 경계(1월27일~) 심각(2월23일~)

해외의 신종 감염병 발생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국내유입후 타지역 전파 신종감염병 전국확산 징후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위기대응 상황실 설치, 확진을 위한 

유전자증폭검사 신설, 중국 경유환자 원내 선별진료 프로세스 등을 가동했고 면회객 

제한, 간병인 관리, 직원 보호구 착용 수준을 강화했다. 

‘경계’단계로 격상 시에는 선별진료소 설치, 병원 출입구 축소 운영, 통제선 설치, 

보안요원 배치,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필요 비품ㆍ소모품 수급 점검, 외래 자동접수 

키오스크에 직원배치, 병원내부 전산망에 코로나바이러스 게시판 설치하여 관련 정

보 공유, 출입구 전체에 열상카메라 설치하여 발열모니터링, 이동식 음압기 구비된 

선별진료소 설치, 증상있는 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병상이 갖추어진 응급중환자실(의

료진 레벨D 수준의 보호구 착용) 등을 마련하였다.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4시간 검사체계 구축, 교육과 회

의 제한, 개인 거리두기, 식탁 일방향 배치 등 모든 과정을 강화하여 종합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차후 상황이 종료되면 일련의 과정을 정밀 검토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병원 직장민방위대는 대대급 규모로 편성하여 운용 중이며, 직장민방위대의 장비·

물자를 완벽 구비하고 교육훈련 100% 실시 등 임무수행태세를 완비함으로써 ‘17년 

우수 민방위대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민방위사태 발

생시 병원 임직원 및 입원환자, 내원객들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계획관 직을 수행하면서 세가지(업무, 관계, 자기관리)를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먼저, 업무는 병원과 보건복지부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관련 부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경영진께 보고드리고 지침을 

받아 안을 만들어 의견을 조율한 다음 추진하였다. 둘째, 부서의 업무협조 관련 나의 

일처럼 수행하였다. 직원들의 업무요청 시 우선적으로 조치해주었다.  

셋째, 절주ㆍ운동ㆍ어학공부 등 자기관리를 꾸준히 하였다. 매일 06:00시에 몸의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 전날 음주를 자제하였다. 또한 사내 어학교육 등에 적

극 참여하였고 매주 레지오(성당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기도와 봉사활동에도 참

여하면서 바쁘게 생활하다보니 5년6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지난 몇 년 동안 영어성경을 읽으면서 마음깊이 자리잡은 성경구절을 떠올리며 

마무리 하고자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올바름을 실천하고 미덕

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Only to do right and to love 

goodness, and walk humbly with your God)(미카서6:8) 

2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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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사진 2

우리 롯데호텔은 지난 1973년 법인 설립 이래, 1979년 서울호텔 개관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최상급 럭셔리 호텔 ‘시그니엘’, 5성급 ‘롯데호텔’,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

텔인 ‘롯데시티호텔’, 라이프스타일 호텔인 ‘L7’까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7개국에서 30개의 호텔과 리조트를 성공적으로 운

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롯데호텔 직장민방위대는 79년 서울호텔 개관 이후 창설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오픈 예정인 호텔로는 시

그니엘 부산이 6월 17일 오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뒤이어 롯데호

텔 시애틀이 9월에, 그리고 내년 4월

에는 롯데호텔 연태가 각각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위탁운영호텔로 오픈하게 

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2025년에 50개 호텔, 2030년에는 100개 호텔 규모로 성장을 

목표로 하여 명실공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호텔체인으로 도약하기 위해 흔들림 

없는 전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소공동 및 잠실동에 있는 롯데호텔 및 롯데호

텔월드는 중점관리지정업체로 국가위기 상황시 

서울에 체류중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임시 체

류시설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문체부, 서울시, 중구청, 송파구청과 함께 연 

1회 충무계획에 대한 토의를 통해 충무계획을 발

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토의결과 산업통산자원분야 충무실시계획 배부선에 포함시킬 수 있었으며, 호

텔 필수 기술요원에 대한 직종에 대해 구체화와 전시 예산 반영에 대해 계속적으로 의

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사진 1-1

사진 2

사진1-2

3  롯데호텔 직장 민방위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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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특성상 연 1회 민관 합동 소방훈련 및 테러대비 대응훈련 진행을 통해 상황 발

생시 고객 및 직원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대응 매뉴얼을 확인 점검 하고 있습니다. 

재난 훈련유형별로 각 부서는 연간 훈련 계획에 맞춰 1회 이상 실제 행동화 훈련을 통

해 직원 모두가 직접 훈련에 참가하고, 훈련 이후 생활 민방위로 화재예방 결의대회 캠

페인을 진행하거나 심폐소생술, AED 사용 요령 등을 전문 강사 초빙하여 교육하고 있

습니다.

훈련 우수 민방위대원에게는 롯데 L포

인트 지급을 하고 있으며, 각 훈련별 훈

련통제단장을 부문장(임원급) 임명하여 

지휘 능력향상과 직원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훈련시 실제 상황 연출을 위해 

비상계단에 연무(煙霧)를 연출하고, 외곽

에는 연막탄을 사용하여 상황 조성에 노

력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로 구성된 건물이어서 

쇼핑, 면세 등 다양한 계열사 직원들도 

훈련시 참여를 통해 재난훈련에 동참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3월 한달간 민

방위대원들은 출근시 직원 발열체크 및 

계열사별 엘리베이터 분리 운영 안내, 마

스크 불출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롯데호텔 직장민방위대는 훈련을 실전처럼,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하는 생활 속 민방위대로 뿌리내리도록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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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팀장

이 익 재

본청 지하3층의 충무시설 내에는 각 재난, 통합방위사태, 전시 등 상황별 독립적인 

상황실이 운영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 비상기획관에서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각 

상황실별 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개선을 추진했다.

비상기획관 안전총괄실 교통정책실

ㆍ충무기밀실, 통합방위상황실 ㆍ서울안전 종합상황실(재난상황실) ㆍTOPIS(교통상황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전시 종합상황실(평시 재난상황실, 교통정보센터), 충무기밀

실(주요직위자 회의실), 통합방위상황실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 및 영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시험운용중인 상태이다.

지난호 본 소식지에서 다루었던 “충무상황실 통합 개선에 따른 운영개념”에 이어서 

개선된 충무상황실 통합운영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상황실간 내부망(화상·음성) 연결과 화자간 대화 시스템 구축

우선 특징적인 사항은 각 상황실별 개별 상황을 내부망(화상·음성) 연결을 통해 모든 

상황실에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기존에는 통합방위상

황실 근무자가 교통정보를 확인하려면 안전종합상황실까지 직접 이동하여 정보를 파

악해야 했는데, 이제는 해당 정보를 통합방위상황실 화면에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파악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충무기밀실과 각 상황실간에 주요직위자 및 근무자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하여 상황실간 동시에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충무기밀

실은 평시에 각종 정책회의 장소로 재난상황·비상시에는 각 상황실과 연계된 회의가 

가능하여 전·평시 콘트롤타워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03

1  충무상황실 개선후 관련부서 통합운영 및 활용계획

비상사태 및 재난·교통 상황발생시 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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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방위3 비상대비/통합방위

효율적인 상황대응을 위한 분임식 시설배치

또한, 안전총괄실과 협업을 통해 안전종합상황실(전시종합상황실) 및 통합방위상황

실의 책상 등 시설을 분임식으로 배치하여 다용도 활용이 가능토록 하게 되었다. 기존

에는 모든 좌석이 중앙화면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서 상황실의 기능별 운영이 제한되

는 상황이었는데, 좌석배치를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을 해결한 것이다

이를 통해 2개의 상황실의 내부배치와 수행기능이 동일하게 되었고, 상황대응의 규

모에 따라 다용도 활용(주 상황실, 보조상황실 적용)이 가능토록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종합상황실내에 위치한 영상회의실(멀티룸)은 외부기관과 영상회의시 중

앙정부, 서울시, 자치구가 모두 화면에 표출되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가능토록 개선

되었다.

표제 : 충무상황실 개선후 관련부서 통합운영 및 활용계획
부제 : 비상사태 및 재난·교통 상황발생시 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가능

본청 지하3층의 충무시설 내에는 각 재난, 통합방위사태, 전시 등 상황별 독립적인 상황실이 운영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 비상기획관에서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각 상황실별 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개선을 추진했다.

안안전전총총괄괄실실 교교통통정정책책실실

, 통합방위상황실 ･서울안전종합상황실( ) ･TOPIS(교통상황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전시 종합상황실(평시 재난상황실, 교통정보센터), 충무기밀실(주요직위자 회의
실), 통합방위상황실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 및 영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시험운용중인 상태이다.
지난호 본 소식지에서 다루었던 “충무상황실 통합 개선에 따른 운영개념”에 이어서 개선된 충무상황실 
통합운영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①①상상황황실실간간  내내부부망망((화화상상··음음성성))  연연결결과과  화화자자간간  대대화화  시시스스템템  구구축축
우선 특징적인 사항은 각 상황실별 개별 상황을 내부망(화상·음성) 연결을 통해 모든 상황실에서 내용
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기존에는 통합방위상황실 근무자가 교통정보를 확인하려
면 안전종합상황실까지 직접 이동하여 정보를 파악해야 했는데, 이제는 해당 정보를 통합방위상황실 화
면에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충무기밀실과 각 상황실간에 주요직위자 및 근무자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황실간 동시
에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충무기밀실은 평시에 각종 정책회의 장소로 재
난상황·비상시에는 각 상황실과 연계된 회의가 가능하여 전·평시 콘트롤타워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중중앙앙제제어어실실 충충무무기기밀밀실실

⋅각상황실이 내부망(화상‧음성)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앙제어실 제어를 통해 각 상황실 표출정보*가 

  충무기밀실로 표출됨으로써 전체 상황실 내용 상호 공유

  * 상황실 표출정보 : 자료화면, 보고자 모습, 상황실 전경 등

통통합합방방위위상상황황실실 군군경경합합동동상상황황실실

서서울울안안전전종종합합상상황황실실
((전전시시종종합합상상황황실실))

멀멀  티티  룸룸
((영영상상회회의의실실))

②②효효율율적적인인  상상황황대대응응을을  위위한한  분분임임식식  시시설설배배치치
또한, 안전총괄실과 협업을 통해 안전종합상황실(전시종합상황실) 및 통합방위상황실의 책상 등 시설을 
분임식으로 배치하여 다용도 활용이 가능토록 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모든 좌석이 중앙화면만을 바라보
게 되어 있어서 상황실의 기능별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는데, 좌석배치를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제한
을 해결한 것이다.

서울안전종합상황실
(전시종합상황실)

표제 : 충무상황실 개선후 관련부서 통합운영 및 활용계획
부제 : 비상사태 및 재난·교통 상황발생시 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가능

본청 지하3층의 충무시설 내에는 각 재난, 통합방위사태, 전시 등 상황별 독립적인 상황실이 운영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 비상기획관에서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각 상황실별 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개선을 추진했다.

안안전전총총괄괄실실 교교통통정정책책실실

, 통합방위상황실 ･서울안전종합상황실( ) ･TOPIS(교통상황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전시 종합상황실(평시 재난상황실, 교통정보센터), 충무기밀실(주요직위자 회의
실), 통합방위상황실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 및 영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시험운용중인 상태이다.
지난호 본 소식지에서 다루었던 “충무상황실 통합 개선에 따른 운영개념”에 이어서 개선된 충무상황실 
통합운영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①①상상황황실실간간  내내부부망망((화화상상··음음성성))  연연결결과과  화화자자간간  대대화화  시시스스템템  구구축축
우선 특징적인 사항은 각 상황실별 개별 상황을 내부망(화상·음성) 연결을 통해 모든 상황실에서 내용
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기존에는 통합방위상황실 근무자가 교통정보를 확인하려
면 안전종합상황실까지 직접 이동하여 정보를 파악해야 했는데, 이제는 해당 정보를 통합방위상황실 화
면에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충무기밀실과 각 상황실간에 주요직위자 및 근무자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황실간 동시
에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충무기밀실은 평시에 각종 정책회의 장소로 재
난상황·비상시에는 각 상황실과 연계된 회의가 가능하여 전·평시 콘트롤타워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중중앙앙제제어어실실 충충무무기기밀밀실실

⋅각상황실이 내부망(화상‧음성)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앙제어실 제어를 통해 각 상황실 표출정보*가 

  충무기밀실로 표출됨으로써 전체 상황실 내용 상호 공유

  * 상황실 표출정보 : 자료화면, 보고자 모습, 상황실 전경 등

통통합합방방위위상상황황실실 군군경경합합동동상상황황실실

서서울울안안전전종종합합상상황황실실
((전전시시종종합합상상황황실실))

멀멀  티티  룸룸
((영영상상회회의의실실))

②②효효율율적적인인  상상황황대대응응을을  위위한한  분분임임식식  시시설설배배치치
또한, 안전총괄실과 협업을 통해 안전종합상황실(전시종합상황실) 및 통합방위상황실의 책상 등 시설을 
분임식으로 배치하여 다용도 활용이 가능토록 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모든 좌석이 중앙화면만을 바라보
게 되어 있어서 상황실의 기능별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는데, 좌석배치를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제한
을 해결한 것이다.

통합방위상황실

표제 : 충무상황실 개선후 관련부서 통합운영 및 활용계획
부제 : 비상사태 및 재난·교통 상황발생시 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가능

본청 지하3층의 충무시설 내에는 각 재난, 통합방위사태, 전시 등 상황별 독립적인 상황실이 운영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 비상기획관에서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각 상황실별 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개선을 추진했다.

안안전전총총괄괄실실 교교통통정정책책실실

, 통합방위상황실 ･서울안전종합상황실( ) ･TOPIS(교통상황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전시 종합상황실(평시 재난상황실, 교통정보센터), 충무기밀실(주요직위자 회의
실), 통합방위상황실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 및 영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시험운용중인 상태이다.
지난호 본 소식지에서 다루었던 “충무상황실 통합 개선에 따른 운영개념”에 이어서 개선된 충무상황실 
통합운영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①①상상황황실실간간  내내부부망망((화화상상··음음성성))  연연결결과과  화화자자간간  대대화화  시시스스템템  구구축축
우선 특징적인 사항은 각 상황실별 개별 상황을 내부망(화상·음성) 연결을 통해 모든 상황실에서 내용
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기존에는 통합방위상황실 근무자가 교통정보를 확인하려
면 안전종합상황실까지 직접 이동하여 정보를 파악해야 했는데, 이제는 해당 정보를 통합방위상황실 화
면에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충무기밀실과 각 상황실간에 주요직위자 및 근무자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황실간 동시
에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충무기밀실은 평시에 각종 정책회의 장소로 재
난상황·비상시에는 각 상황실과 연계된 회의가 가능하여 전·평시 콘트롤타워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중중앙앙제제어어실실 충충무무기기밀밀실실

⋅각상황실이 내부망(화상‧음성)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앙제어실 제어를 통해 각 상황실 표출정보*가 

  충무기밀실로 표출됨으로써 전체 상황실 내용 상호 공유

  * 상황실 표출정보 : 자료화면, 보고자 모습, 상황실 전경 등

통통합합방방위위상상황황실실 군군경경합합동동상상황황실실

서서울울안안전전종종합합상상황황실실
((전전시시종종합합상상황황실실))

멀멀  티티  룸룸
((영영상상회회의의실실))

②②효효율율적적인인  상상황황대대응응을을  위위한한  분분임임식식  시시설설배배치치
또한, 안전총괄실과 협업을 통해 안전종합상황실(전시종합상황실) 및 통합방위상황실의 책상 등 시설을 
분임식으로 배치하여 다용도 활용이 가능토록 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모든 좌석이 중앙화면만을 바라보
게 되어 있어서 상황실의 기능별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는데, 좌석배치를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제한
을 해결한 것이다.

군경합동상황실

표제 : 충무상황실 개선후 관련부서 통합운영 및 활용계획
부제 : 비상사태 및 재난·교통 상황발생시 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가능

본청 지하3층의 충무시설 내에는 각 재난, 통합방위사태, 전시 등 상황별 독립적인 상황실이 운영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 비상기획관에서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각 상황실별 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개선을 추진했다.

안안전전총총괄괄실실 교교통통정정책책실실

, 통합방위상황실 ･서울안전종합상황실( ) ･TOPIS(교통상황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전시 종합상황실(평시 재난상황실, 교통정보센터), 충무기밀실(주요직위자 회의
실), 통합방위상황실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 및 영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시험운용중인 상태이다.
지난호 본 소식지에서 다루었던 “충무상황실 통합 개선에 따른 운영개념”에 이어서 개선된 충무상황실 
통합운영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①①상상황황실실간간  내내부부망망((화화상상··음음성성))  연연결결과과  화화자자간간  대대화화  시시스스템템  구구축축
우선 특징적인 사항은 각 상황실별 개별 상황을 내부망(화상·음성) 연결을 통해 모든 상황실에서 내용
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기존에는 통합방위상황실 근무자가 교통정보를 확인하려
면 안전종합상황실까지 직접 이동하여 정보를 파악해야 했는데, 이제는 해당 정보를 통합방위상황실 화
면에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충무기밀실과 각 상황실간에 주요직위자 및 근무자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황실간 동시
에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충무기밀실은 평시에 각종 정책회의 장소로 재
난상황·비상시에는 각 상황실과 연계된 회의가 가능하여 전·평시 콘트롤타워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중중앙앙제제어어실실 충충무무기기밀밀실실

⋅각상황실이 내부망(화상‧음성)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앙제어실 제어를 통해 각 상황실 표출정보*가 

  충무기밀실로 표출됨으로써 전체 상황실 내용 상호 공유

  * 상황실 표출정보 : 자료화면, 보고자 모습, 상황실 전경 등

통통합합방방위위상상황황실실 군군경경합합동동상상황황실실

서서울울안안전전종종합합상상황황실실
((전전시시종종합합상상황황실실))

멀멀  티티  룸룸
((영영상상회회의의실실))

②②효효율율적적인인  상상황황대대응응을을  위위한한  분분임임식식  시시설설배배치치
또한, 안전총괄실과 협업을 통해 안전종합상황실(전시종합상황실) 및 통합방위상황실의 책상 등 시설을 
분임식으로 배치하여 다용도 활용이 가능토록 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모든 좌석이 중앙화면만을 바라보
게 되어 있어서 상황실의 기능별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는데, 좌석배치를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제한
을 해결한 것이다.

멀 티 룸
(영상회의실)

표제 : 충무상황실 개선후 관련부서 통합운영 및 활용계획
부제 : 비상사태 및 재난·교통 상황발생시 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가능

본청 지하3층의 충무시설 내에는 각 재난, 통합방위사태, 전시 등 상황별 독립적인 상황실이 운영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 비상기획관에서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각 상황실별 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개선을 추진했다.

안안전전총총괄괄실실 교교통통정정책책실실

, 통합방위상황실 ･서울안전종합상황실( ) ･TOPIS(교통상황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전시 종합상황실(평시 재난상황실, 교통정보센터), 충무기밀실(주요직위자 회의
실), 통합방위상황실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 및 영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시험운용중인 상태이다.
지난호 본 소식지에서 다루었던 “충무상황실 통합 개선에 따른 운영개념”에 이어서 개선된 충무상황실 
통합운영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①①상상황황실실간간  내내부부망망((화화상상··음음성성))  연연결결과과  화화자자간간  대대화화  시시스스템템  구구축축
우선 특징적인 사항은 각 상황실별 개별 상황을 내부망(화상·음성) 연결을 통해 모든 상황실에서 내용
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기존에는 통합방위상황실 근무자가 교통정보를 확인하려
면 안전종합상황실까지 직접 이동하여 정보를 파악해야 했는데, 이제는 해당 정보를 통합방위상황실 화
면에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충무기밀실과 각 상황실간에 주요직위자 및 근무자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황실간 동시
에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충무기밀실은 평시에 각종 정책회의 장소로 재
난상황·비상시에는 각 상황실과 연계된 회의가 가능하여 전·평시 콘트롤타워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중중앙앙제제어어실실 충충무무기기밀밀실실

⋅각상황실이 내부망(화상‧음성)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앙제어실 제어를 통해 각 상황실 표출정보*가 

  충무기밀실로 표출됨으로써 전체 상황실 내용 상호 공유

  * 상황실 표출정보 : 자료화면, 보고자 모습, 상황실 전경 등

통통합합방방위위상상황황실실 군군경경합합동동상상황황실실

서서울울안안전전종종합합상상황황실실
((전전시시종종합합상상황황실실))

멀멀  티티  룸룸
((영영상상회회의의실실))

②②효효율율적적인인  상상황황대대응응을을  위위한한  분분임임식식  시시설설배배치치
또한, 안전총괄실과 협업을 통해 안전종합상황실(전시종합상황실) 및 통합방위상황실의 책상 등 시설을 
분임식으로 배치하여 다용도 활용이 가능토록 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모든 좌석이 중앙화면만을 바라보
게 되어 있어서 상황실의 기능별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는데, 좌석배치를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제한
을 해결한 것이다.

충무기밀실

표제 : 충무상황실 개선후 관련부서 통합운영 및 활용계획
부제 : 비상사태 및 재난·교통 상황발생시 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가능

본청 지하3층의 충무시설 내에는 각 재난, 통합방위사태, 전시 등 상황별 독립적인 상황실이 운영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 비상기획관에서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각 상황실별 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개선을 추진했다.

안안전전총총괄괄실실 교교통통정정책책실실

, 통합방위상황실 ･서울안전종합상황실( ) ･TOPIS(교통상황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전시 종합상황실(평시 재난상황실, 교통정보센터), 충무기밀실(주요직위자 회의
실), 통합방위상황실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 및 영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시험운용중인 상태이다.
지난호 본 소식지에서 다루었던 “충무상황실 통합 개선에 따른 운영개념”에 이어서 개선된 충무상황실 
통합운영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①①상상황황실실간간  내내부부망망((화화상상··음음성성))  연연결결과과  화화자자간간  대대화화  시시스스템템  구구축축
우선 특징적인 사항은 각 상황실별 개별 상황을 내부망(화상·음성) 연결을 통해 모든 상황실에서 내용
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기존에는 통합방위상황실 근무자가 교통정보를 확인하려
면 안전종합상황실까지 직접 이동하여 정보를 파악해야 했는데, 이제는 해당 정보를 통합방위상황실 화
면에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충무기밀실과 각 상황실간에 주요직위자 및 근무자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황실간 동시
에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충무기밀실은 평시에 각종 정책회의 장소로 재
난상황·비상시에는 각 상황실과 연계된 회의가 가능하여 전·평시 콘트롤타워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중중앙앙제제어어실실 충충무무기기밀밀실실

⋅각상황실이 내부망(화상‧음성)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앙제어실 제어를 통해 각 상황실 표출정보*가 

  충무기밀실로 표출됨으로써 전체 상황실 내용 상호 공유

  * 상황실 표출정보 : 자료화면, 보고자 모습, 상황실 전경 등

통통합합방방위위상상황황실실 군군경경합합동동상상황황실실

서서울울안안전전종종합합상상황황실실
((전전시시종종합합상상황황실실))

멀멀  티티  룸룸
((영영상상회회의의실실))

②②효효율율적적인인  상상황황대대응응을을  위위한한  분분임임식식  시시설설배배치치
또한, 안전총괄실과 협업을 통해 안전종합상황실(전시종합상황실) 및 통합방위상황실의 책상 등 시설을 
분임식으로 배치하여 다용도 활용이 가능토록 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모든 좌석이 중앙화면만을 바라보
게 되어 있어서 상황실의 기능별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는데, 좌석배치를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제한
을 해결한 것이다.

중앙제어실

ㆍ 각상황실이 내부망(화상ㆍ음성)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앙제어실 제어를 통해 각 상황실 표출정보*가 

   충무기밀실로 표출됨으로써 전체 상황실 내용 상호 공유

   *상황실 표출정보 : 자료화면, 보고자 모습, 상황실 전경 등

이를 통해 2개의 상황실의 내부배치와 수행기능이 동일하게 되었고, 상황대응의 규모에 따라 다용도 활
용(주 상황실, 보조상황실 적용)이 가능토록 활용할 예정이다.

통합방위상황실 안전종합상황실(전시종합상황실)

또한, 안전종합상황실내에 위치한 영상회의실(멀티룸)은 외부기관과 영상회의시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
구가 모두 화면에 표출되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가능토록 개선되었다.

③③  중중앙앙제제어어실실  통통제제기기능능  강강화화
각 상황실의 기능을 단순히 관리해오던 중앙제어실의 충무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기능을 더
욱 강화시켰다. 
이를 위하여, 기존 중앙제어실의 통제데스크를 양방향 감시가 가능토록 재배치 하였고, 장비를 업그레이
드 하여 통제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장비 조작을 위한 별도의 매뉴얼도 제작중이다.
향후 중앙제어실에서는 각 상황실을 모니터링 하면서 각 상황실의 자료화면, 보고자 영상, 상황실 전경 
등을 충무기밀실로 표출될 수 있게 운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상황실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개선된 충무상황실은 앞으로도 재난관련 부서등과 협업하여 충무상황실을 평시 및 전시에 모두 
활용 가능한 다기능 다목적 상황실로 아래표와 같이 활용할 예정이며, 충무상황실의 시설관리 책임 및 
유지보수 체계도 점차적으로 통합·구체화할 예정이다.

구구  분분 충충무무기기밀밀실실 멀멀티티룸룸
안안전전종종합합상상황황실실
(전시종합상황실)

통통합합방방위위상상황황실실

용용  도도 회회의의++정정보보공공유유
영영상상회회의의실실

(예비: 군경합동상황실)
주주(主) 상상황황실실 보보조조(補助) 상상황황실실

주주요요기기능능 소집회의/ 내･외부 화상회의 기능 재난/ 교통 / 전시 기능 군･경, 통합방위 기능

이러한 효율적인 공동사용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앞으로 서울시 비상기획관, 
안전총괄실, 도시교통실은 정기적인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안전종합상황실(전시종합상황실)

이를 통해 2개의 상황실의 내부배치와 수행기능이 동일하게 되었고, 상황대응의 규모에 따라 다용도 활
용(주 상황실, 보조상황실 적용)이 가능토록 활용할 예정이다.

통합방위상황실 안전종합상황실(전시종합상황실)

또한, 안전종합상황실내에 위치한 영상회의실(멀티룸)은 외부기관과 영상회의시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
구가 모두 화면에 표출되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가능토록 개선되었다.

③③  중중앙앙제제어어실실  통통제제기기능능  강강화화
각 상황실의 기능을 단순히 관리해오던 중앙제어실의 충무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기능을 더
욱 강화시켰다. 
이를 위하여, 기존 중앙제어실의 통제데스크를 양방향 감시가 가능토록 재배치 하였고, 장비를 업그레이
드 하여 통제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장비 조작을 위한 별도의 매뉴얼도 제작중이다.
향후 중앙제어실에서는 각 상황실을 모니터링 하면서 각 상황실의 자료화면, 보고자 영상, 상황실 전경 
등을 충무기밀실로 표출될 수 있게 운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상황실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개선된 충무상황실은 앞으로도 재난관련 부서등과 협업하여 충무상황실을 평시 및 전시에 모두 
활용 가능한 다기능 다목적 상황실로 아래표와 같이 활용할 예정이며, 충무상황실의 시설관리 책임 및 
유지보수 체계도 점차적으로 통합·구체화할 예정이다.

구구  분분 충충무무기기밀밀실실 멀멀티티룸룸
안안전전종종합합상상황황실실
(전시종합상황실)

통통합합방방위위상상황황실실

용용  도도 회회의의++정정보보공공유유
영영상상회회의의실실

(예비: 군경합동상황실)
주주(主) 상상황황실실 보보조조(補助) 상상황황실실

주주요요기기능능 소집회의/ 내･외부 화상회의 기능 재난/ 교통 / 전시 기능 군･경, 통합방위 기능

이러한 효율적인 공동사용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앞으로 서울시 비상기획관, 
안전총괄실, 도시교통실은 정기적인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통합방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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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제어실 통제기능 강화

각 상황실의 기능을 단순히 관리해오던 중앙제어실의 충무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해 그 기능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를 위하여, 기존 중앙제어실의 통제데스크를 양방향 감시가 가능토록 재배치 하였

고,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여 통제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장비 조작을 위한 별도의 매뉴

얼도 제작중이다.

향후 중앙제어실에서는 각 상황실을 모니터링 하면서 각 상황실의 자료화면, 보고자 

영상, 상황실 전경 등을 충무기밀실로 표출될 수 있게 운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상황실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개선된 충무상황실은 앞으로도 재난관련 부서등과 협업하여 충무상황실을 

평시 및 전시에 모두 활용 가능한 다기능 다목적 상황실로 아래표와 같이 활용할 예정

이며, 충무상황실의 시설관리 책임 및 유지보수 체계도 점차적으로 통합·구체화할 예

정이다.

구 분 충무기밀실 멀티룸
안전종합상황실

(전시종합상황실)
통합방위상황실

용 도 회의+정보공유

영상회의실

(예비: 군경합

동상황실)

주(主)상황실 보조(補助)상황실

주요기능 소집회의/내ㆍ외부 화상회의 기능 재난/교통/전시 기능 군ㆍ경, 통합방위 기능

이러한 효율적인 공동사용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앞으로 

서울시 비상기획관, 안전총괄실, 도시교통실은 정기적인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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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대비/통합방위4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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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안할 때 위태로움을 경계하라

중국 나라의 명장 사마양저는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 ‘세상이 

아무리 평안해도 전쟁을 잊고 지내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라는 말을 남겼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민족이든 국가안보를 튼튼히 했을때는 번영을 누릴수 있

었으나 국가안보를 소홀히 여기거나 방심했을 때는 외세의 침략과 국권이 피탈되는 등 

참혹한 민족적 치욕을 피할 수가 없었다.

 
우리 역사가운데에도 고구려ㆍ통일신라ㆍ고려ㆍ조선초기는 훌륭한 리더와 백성

들의 높은 안보의식으로 인하여 군사력이 강했고 국운도 상승하였지만, 조선중ㆍ후

기ㆍ대한제국ㆍ대한민국 초기와 같은 시기는 안보의식이 결여되고 군사력도 약해져서 

조선중ㆍ후기에는 임진왜란을 비롯한 수차례의 외침을 당했고, 대한제국 시기에는 일

제로부터 침략을 받아 국권까지 상실하였으며, 대한민국 초기에는 북한 공산정권으로

부터 침략을 받아 처절한 6.25동란을 경험하였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세계역사를 들여다 보아도 부국(富國)이나 강대국(强大國)이 빈국(貧國)이나 약소국

(弱小國)에 패망한 사례가 많다. 

중국 송(宋) 나라는 물질적인 풍요와 자유를 누리면서도 풍부한 경제력을 국방력으

로 연결시키지 못한 잘못된 국방체계와 변방에 있는 약소국들의 위협에 대해 돈과 비

단을 주고 평화를 구걸하는 등 부끄러운 외교로 국방력은 약해지게 되었고, 안보의식

마저 쇠퇴해져서 요나라와 금나라, 몽고에게 차례로 침입을 당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로마제국은 한때 로마시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반도 및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던 고대 

서양 최대의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게 된 원인은 불안정한 정치와 부패를 포

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주된 요인중에 하나는 훈족이 동유럽으로 쳐들어오

자 이들을 피하기 위해 게르만족이 서로마지역으로 대 이동을 하게되었고, 로마는 자

기 나라에 우호적이었던 게르만족에게 국방을 맡기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함으로

써 결국 게르만족 용병들의 반란에 의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로 유명한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제국은 이렇게 멸망했다. 야만족이라

●   前 75보병사단장

●   ROTC 중앙회 논설위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KIMA) 연구위원

정 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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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쳐들어와서 치열한 공방전이라도 벌인 끝에 장렬하게 죽은게 아니다. 아무도 알아

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사려져버렸다“고 로마의 멸망을 정리하고 있다.

 
남베트남은 어떠했는가.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은 군사력에 있어 북베트남의 3

배에 달하는 항공전력과 1.5배에 달하는 지상전력,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해군력

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그들 뒤에는 세계 최강국 미국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로 물든 정부의 무능함, 국민들의 전쟁수행의지 결여, 그리고 5

만명에 달하는 북베트남이 침투시킨 간첩(민족ㆍ평화ㆍ인도주의자로 위장한 시민과 

종교단체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 도지사 등 권력 핵심부까지 장악) 들에 의해 

결국 공산화되고 말았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라는 

대남전략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가운데 북한경비정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대한

민국 영해를 침범함으로써 1ㆍ2차연평해전을 일으켰고, 북한 잠수함은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을 폭침시켜 46명의 젊은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또한, 일반 민간인

들이 살고있는 연평도에 기습 포격도발을 서슴없이 감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9.19 

남북군사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 위협은 물론 미사일을 끊임없이 발사하여 왔

다. 특히,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2주년을 맞은 지난 6.12일부터는 다양한 채널을 통

해 대미(對美)ㆍ대남(對南) 강경발언을 서슴치 않더니 6.16일에는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강경행동을 감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

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긴장을 고조시킬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2위의 대국으로 우뚝 서있으나 4대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북한에 동조하는 상당수의 좌익세력들이 남한사회 전반

에서 활동중에 있으며, 공개적으로 북한사상을 찬양하는 등 그 위험수위도 갈수록 대

범해지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평안(平安)할 때 방심(放心)을 경계(警

戒)하지 않으면 송(宋) 나라, 로마제국, 남베트남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있

겠는가. 북한이 한반도 공산화 목표를 포기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폐기, 

재래식 군사력 감축 등 우리에게 직접적인 군사위협을 포기하지 않는한 북한군은 우리

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적(敵)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며, 한반도는 아직 

정전(停戰)상태이지 종전(終戰)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확고한 안

보의식과 든든한 국방력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리

며,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사마양저의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를 되뇌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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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질서 전망과 대비 방안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팬데믹에 따른 국제질

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국제질서를 전망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글로벌 팬데믹(pandemic)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전염병경보 6단계의 최고단계인 팬데

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팬데믹(pandemic)은 지역수준의 풍토병(endemic), 특

정 집단 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집단발병(outbreak), 해당지역 범위를 넘는 유행병

(epidemic)의 수준을 넘어 여러 국가 또는 대륙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경우에 발령하게 

된다. 팬데믹은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의 신종플루에 이어 세 번째 발령된 것이

다. 그만큼 역대급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 코로나19 피해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코로나보드(CoronaBoard)에 의

하면 2020년 6월 1일 현재 623만명이 확진되어 37만3천명이 사망하였다. 한국도 1

만1천503명이 확진되어 271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서울시도 862명의 확진자

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천만명 가까운 인구와 주변 수도권까지 고려한다면 코로나 공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

이다.

코로나19란 무엇인가?

코로나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rona virus)에 의해 급성폐렴을 유발하는 감염

증, 즉 병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적인 명칭은 COVID-19(코비드-19)이며,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의 앞 글자를 땄고, 발

생연도인 2019년을 뜻하는 19를 넣었다. 한국정부는 코비드-19와는 별도로 한글 표

현으로 ‘코로나19’로 명명하였다.

화생방방재연구소장

박 재 완

●   정치학박사

●  고려대학교 생물방어 
연구소 정책연구원

● 원광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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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2002년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SARS, 중증급성호

흡기증후군)와 2012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와도 유사한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으로 통상은 동물바

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되는 것은 매우 드물지만, 만약 인간의 면역체계 내로 침투하

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면역체계 내로 들어오게 되면 항원-항체반응을 하게 되는데, 동물 바이러스를 인간의 

면역체계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의 경우 아주 적은 양으로 사람과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고, 또 적은 시간 내

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상태에서 또다시 감염시켰다. 통상 이것을 재생산지수(RO, 

reproduction order 또는 number)라고 하는데, 이것이 매우 높다. 최초 세계보건기구는 

독감의 1.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1.4~2.5 수준이라고 했지만, 이후 미국 질병관리본

부(CDC)의 재조사 결과 5.7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말 그대로 감염된 1명이 

6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전의 세상과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기원전(BC)와 기원후(AD)를 빗대어 코로나 이전(BC, Before Corona)

과 코로나 이후(AC, After Corona) 또는 질병 이후(AD, After Disease)로 구별하려는 학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정상(new normal)이 도

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널리 퍼지고 있다.

미래학자이며 금용회사 최고경영자인 제이슨 솅커(Jason Schenker)는 ‘코로나 이후

의 세계’라는 책에서 코로나 이후의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예측하기도 했다. 일자리, 교육, 에너지, 금융, 재정 정책, 부동산, 농업, 미디어, 리

더십, 여행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달라질 것이며, 특히 미국과 중국

의 급증하는 긴장 관계가 국제관계의 미래를 암울하게 예측하기도 했다.

▲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명명 ▲ 코로나19의 비말, 체액, 호흡기 분비물, 접촉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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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의 저자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Yubal Noah Harari)도 파이

낸셜 타임즈(FT, Financial Times)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중대한 선택

에 처할 것이라고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 건강을 위해 전체주의적 감시 등으

로 인해 인권존중과 사생활 보호 등의 시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과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자국의 보호를 내세우며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다.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당연시 되던 세계화(globalization)

가 위협받고 탈세계화(deglobalization)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데탕트를 유도하고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던 국

제정치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도 월스트리트저널(WSJ, 

Wall Street Journal)을 통해 코로나19가 “세계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예언하기

도 했다. 키신저는 기고문에서 정치와 경제의 격변이 이어질 것이며, 자유세계 질서를 

지켜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예언은 벌써 다양한 분야에서 그 조짐을 보

이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는 미ㆍ중의 패권경쟁, 新냉전 도래?

공격적 현실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존 J. 미어셰이머(John J. Mearshemer) 미국 시카

고대학교 교수는 그의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를 통해 

새로운 패권국이 부상하면 기존 패권국과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예언하기도 했었다.

▲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진 미ㆍ중 (출처: 조선일보, 20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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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패권 전쟁을 연구한 하버드대학교의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교수도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을 통해 미국과 중국은 문명의 충돌로 규정하며 ‘전쟁

의 필연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예언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의 꿈(中國夢)’이 충돌하면서 이미 많은 부분에서 전조증상을 보여 왔

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對一路, One-Belt One-Road), 중국의 무역정책에 대응한 화

웨이 등 관세로 對중국 무역전쟁 선포, 중국의 군사굴기(軍事 起)에 대응한 ‘힘에 의

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로 맞받아치며 남중국해에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을 고조시키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의 해양영토 야욕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공섬

과 도련선(島蓮線),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에 맞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Freedom 

Operation of Navigation)’ 등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으로 맞서고 있다. 

개략적인 미ㆍ중의 경쟁영역별 패권 경쟁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 공방도 뜨겁다.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병한 중국은 초기의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정보통제, 축소ㆍ은폐 

의혹을 받으며 세계보건기구(WHO)와 결탁했다는 의혹과 함께 미국은 WHO 지원금을 

감축한다고 밝혀오면서 투명성 있는 정보공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급기야 2020년 

▲ 미국과 중국의 경쟁영역별 패권 경쟁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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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마지막날 홍콩 국가보안법을 압도적으

로 가결하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5월 29일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에 대

한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를 시작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초강경 대응을 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불거

진 미ㆍ중의 패권경쟁은 신냉전을 방불케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은 2020년 5월 21

일 미국의 백악관에서 발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통해서 거의 신냉전에 대

한 선전포고를 한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중국공산

당을 분리시켜 언급하고 있으며, 기존 시진핑 주석을 민주적인 의미가 있는 ‘대통령

(president)’을 사회주의 국가의 의미가 다분히 포함된 ‘주석(General Secretary)’으로 지

칭하기도 했다. 이날은 중국의 잔칫날이라고 할 수 있는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열리는 

날 전격적으로 발표되었으며, 2017년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서는 중국만을 위한 안보전략서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이 지적재산

권 등 온라인상에서 절도행위를 하고 있으며, 중국의 역린(逆鱗)이라고 할 수 있는 신

장 위구르와 티벳 등의 인권탄압 이슈를 언급하고, 미국의 국익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노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979년 미ㆍ중의 국교정상화 이

후 전략적 협력을 전략적 경쟁관계로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는 미ㆍ중의 패권 경쟁과 신냉전이 도래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微示)의 세계가 미ㆍ중의 패권경쟁이라

는 거시(擧示)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록 이전부터 미ㆍ중 패권경쟁이 불가

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로 미ㆍ중의 패권경쟁이 신냉전

으로 확전(擴戰)되는 양상이다.

패권국의 경쟁이 노골화되면 약소국은 선택의 딜레마(dilemma) 놓이는 비극이 발생

할 수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존의 이중경로(투트랙, Two-track)가 한

국의 외교ㆍ안보적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그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G7 회의에 참가해서 對중국 전선에 동참하라고 하고 있고, 중국

의 시진핑 주석은 그 對중국 전선의 와해 목적도 있는 방한(訪韓)을 추진 중에 있다. 그

러면 한국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 더욱 딜레마의 어려

움을 심화시킬 수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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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여기서 원칙이라 함은 국가이익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대원칙을 마련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야 하며, 외교적인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입장과 원칙을 정확하게 설

득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K-방역의 우수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우수한 의료보험체계와 진단 및 치료 능력, 4차산업 역량, 

경제적 토대, 성숙한 시민사회와 관료체제의 견고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역량을 코

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서 국제 거버넌스의 다양화, 다각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질서에서 힘의 구조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자율

적인 국가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투명성과 민주성, 

국민의 자발성 등을 토대로 공유된 개방적 사고와 의식에 기초해서 자율적인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편에 

일방적으로 경사되지 않는 헤징(hedging)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고래싸움에서 새우가 

될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돌고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돌고래가 되기 위한 스마트 

외교,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 국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뇌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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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급격한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충격과 함께 국가시스

템의 마비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사태를 보면서 국가안

보를 위협하는 것은 전쟁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감염병 하나만으로도 

전쟁 이상의 공포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국가안보위협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위협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경보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 구

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군사적인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Early Warning)의 

개념을 기반으로 정책결정자들이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

서 포괄안보 위협의 경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포괄안보 위협에 대하여

안보(安保, Security)는 일반적으로 전통안보(傳統安保, Traditional security)와 신안

보(新安保, Emerging security)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냉전시대의 대표적인 개념

으로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후자는 냉전 종식 이후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새롭게 부상(浮上, Emerging)하고 있는 

현실생활에 밀착된 위협으로부터의 안보를 말한다.1) 국제적인 교류와 정보화가 급격

히 진행되는 최근의 국가안보에 대한 논의는 전통안보와 신안보의 개념을 통합하여 

‘포괄(적)안보(Comprehensive security) 2)’를 지향한다. 포괄안보의 위협으로는 적(敵)

의 군사적인 위협과 더불어 우리의 사회생활 전반에 밀접하게 연관된 감염병, 사이버 

공격, 테러리즘, 식량자원, 에너지, 난민을 둘러싼 갈등, 폭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매우 다양하다. 

포괄안보의 관점에서 위협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소한 안전 관련 사건

이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폭발적으로 창발(創發, Emergence)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폭발적인 출현 현상은 ‘포괄안보 위협의 3단계 창발론(創發論)’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초기에는 개별 단위 차원에서는 미미한 사건들이었지만, 발생 숫자가 늘어

나면서 갑작스럽게 양질전화 3)의 임계점(Threshold)을 넘게 된다. 이어서 사회적인 안

보 이슈와 지정학적인 이슈가 결합되면서 임계점을 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되는 것

이다. 위협은 3단계로 형성되는 임계성(Criticality)의 사다리를 따라 폭발적으로 발생 4)

하는 것이다. 3단계의 창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임계점은 순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

니라 상호 중첩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미시

적 안전과 거시적 안보를 구분하던 종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사소한 일상생활 속의 

문제가 거시적 안보의 관점에서 취급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5)

1)  이선호, 국가안보전략론: 국제

 안보환경과 한반도 평화, 

 정우당, 1999.

2)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

은 ‘인간개발보고서(The 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최초

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

념을 언급하였다. 인간안보는 기

존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에서 벗

어나 군사적 위협은 물론 경제나 

문화적 분야의 다양한 위협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할 대상을 인간

으로 설정하는 비전통적인 안보

개념으로, 탈냉전 이후 부각된 내

전, 기아, 빈곤, 인종 청소 등의 문

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이다. 여

기서 논의하는 포괄안보와 동일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글에

서는 포괄(적)안보(Comprehensive 

security)를 포괄안보로 통칭한다.

3)   , 양적 증대가 질적 변화

를 일으키는 현상

4)  이러한 현상은 마치 곤충이 유

충의 단계를 거쳐서 번데기가 되

고 더 나아가 성충이 되는 변태

(Transform) 과정과 유사하다. 

5)  김상배, 신흥안보와 메타 거버넌

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이론

적 이해, 한국정치학회보, 50집 1

호 2016 봄, 75-104, 2016. 2. 1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안전관리실장

김 형 석

3  포괄안보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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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arly notification of the launch or 

approach of unknown weapons 

or weapons carriers. Also called 

EW. (JP 3-01) Referenced in ATP 

3-01.48. FM 1-02.1 OPERATION-

AL TERMS,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November 2018.

7)  왕종표, G2 ‘자주정보로 가는 길, 

얼마 남지 않았다’, 도서출판 좋은

땅, 서울, 2019.10.18. p. 32~33.

8)  김윤덕, 국가정보학 – 이론과 실

제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01. 10. 

30, p. 161.

포괄안보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전통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조기경보(Early warning) 6 )는 군사적인 정보활동과 연계

되어 의사결정자에게 준비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정보(情報)란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적(敵)과 작전환경에 대한 자료를 정보순

환과정의 수집, 처리·이용, 분석·생산 단계를 거쳐 생산한 종합적인 산물을 지칭한다.7) 

전통적으로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의 조기경보 기능은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나 판단의 신속성 때문에 광범위하게 체계화되었다. 이를 징후와 경보(I&W, 

Indication and Warning) 체계라 하는데, 위협에 대한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여 적대행위

를 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분석하고 적의 의도를 예측하는 것이다. 8) 정보 전문가들

은 적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군대의 훈련, 전진 배치, 예비군의 소집, 전쟁 물자

의 동원, 지휘 및 통신형태의 변화 등을 추적, 관리한다. 

분야별 전문분석관들은 이러한 일상적이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변화에 대하여 종

합적인 징후를 분석하고 초기 단계의 심각성 정도 등을 판단하여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간한다. 미국의 경우 조기경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기관에서는 경보목록(Warning 

Watchlist), 경보 메모(Warning Memorandum), 주간/분기/연간 전망(Weekly/Quarterly/

Annual Warning Forecast) 등을 생산하여 안보와 정책의 당면 위협 및 잠재적인 위협

을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신속히 전달되어 안보위협에 대

한 대응 방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안전

(Safety)

안보

(Security)

지정학적

임계점

이슈연계

임계점

양질전화

임계점

창발

(Emergence)

▲ 포괄안보 위협의 3단계 창발론(創發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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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안보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는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수집 수단과 방법에 수집·분

석 대상을 확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정보의 

범주에 감염병, 사이버 공격, 테러리즘, 식량자원, 에너지 등 포괄안보 위협 전반에 대

한 자료의 분석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군사적 관점 위주의 표적(Target)의 형태·성질, 

첩보 9) 수집과 분석·처리의 범주를 포괄안보 위협의 전분야로 광범위하게 전환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전통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조기경보체계가 적 또는 적성국의 위협을 감시하는 정보

조직 및 수단을 이용하였다면, 포괄안보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국제협력, 연구

기관의 협조, 통계자료, 미디어의 뉴스, 인터넷 게시물, SNS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개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 10) 를 수집·처리 및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구성도 필수적이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SNS 활동이 위협경보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로 코로나바이러스

의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우한(武漢)의 의사였던 리원량(李文亮) 사건을 들 수 있다. 

리원량은 2019년 12월 자신이 보던 환자 7명에게서 2003년 발생한 SARS11)와 비슷

한 전염병 증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리원량은 12월 30일 동료 의사들과의 채팅방

에서 이 사실을 알리고 환자 검진시 보호장구 착용을 권고했다.12) 그러나 중국 정부는 

새로운 바이러스 발생 사실을 알린 의료진들을 체포하고 탄압했으며,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된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다.13)

이 사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움직임을 단순한 거짓 정보 확산 사건에 대한 대응 정

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기경보의 관점에서는 SNS의 이상(異常) 활동과 중국정부

의 과민반응을 수집하고 추적하여 전문가의 분석을 거칠 수 있다. 이후 정책결정자들

에게 긴급, 수시 또는 정기 정보 보고서의 형태로 전달되었다면 코로나바이러스의 급

격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포괄안보의 위협은 일상

에서 간과되기 쉬운 사안이라 할지라도 복합적으로 연결된 유기체적인 특성이 있기 때

문이다.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포괄안보 위협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사소한 이슈가 한순간에 국가안보를 위협

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전환될 수 있는 폭발력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슈들이 서로 결합

하고 확대 재생산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협을 분석하는 비상대비업무담

당자, 공무원 및 정책 입안자들은 전통적인 안보위협을 분석하는 조기경보 분야를 포

함한 다양한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양한 위협에 대한 패턴을 분석

하는 것과 함께 그 잠재적인 가능성이나 징후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효율적

인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9)  군사적인 용어에서는 첩보(Infor-

mation)와 정보(Intelligence)를 구

분한다. 첩보는 적( )과 작전환경

에 대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정보

순환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았거

나 초기 단계의 처리 과정만을 거

친 산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괄

안보 위협 측면에서도 아직 정보

를 정리되지 않은 초기 자료를 첩

보라고 지칭할 수 있다.

10)  OSINT refers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that may come from 

media such as newspapers, televi-

sion and… websites.  (https://ex-

pertsystem.com/what-is-osint/)

11)  Severe Acute Respiratory Syn-

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12)  https://news.joins.com/arti-

cle/23697721

13)  https://www.huffingtonpost.kr/

entry/story_kr_5e1719cbc5b-

600960c60bc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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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기적인 시각으로 위협을 분석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인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당면한 위협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므로 위협 변화는 추세를 분석하면서 종합

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자료의 축적, 분석 및 

통찰력을 가진 정부 기관, 지자체 및 연구기관의 정보와 시스템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가안보 차원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중앙집권적인 정보수

집 권한을 보유한 위협경보 담당 전문가들이 포진하여 통제하고 지방정부의 하부기

관까지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어 시스템의 기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COVID-19와 같은 바이러스의 현황과 전파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발

생 시점, 환경, 지역, 국가별 검진능력, 의료시스템, 중증환자 치료 능력, 보건 정책, 과

거 발병 또는 대처 사례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분

석하여야 한다.

둘째, 다양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협업하여야 한다. 

전쟁뿐만 아니라 홍수, 태풍 등 자연적인 재난, 감염병 등 사회적인 재난에 대한 위

협을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담당자들은 전략전문가, 과학자, 경제학자, 군사정보전문가, 

미디어 전문가 및 기업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야 한다. 빅데이터, 기계학습, AI 등의 첨

단 기술의 적용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구물리학자로 지진 연구의 권위자인 디디에 소네트(Didier Sornette) 박

사는 복잡성 이론과 통계물리학 개념에 기초한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해 금융 거품과 

경제 위기를 관측하고 있다. 그는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위기 관측소(Financial Crisis 

Observatory) 14)’ 소장으로 있으면서 복잡한 시스템 15)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 결과

를 예측하기 위하여 물리학과 경제학을 통합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전혀 다른 각 

분야를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업이 필요한 것이다. 위협 하나하나에 집

중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조성하는 시스템에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소한 경보의 신호도 놓치지 않는 유연한 위협경보 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위협경보는 발생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에서 최선의 위협을 경보하여 대응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경험해 보지 못한 

위협이 급격하게 전개되어 예상 시나리오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전개되면 시스템은 속

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만다. 따라서 포괄안보 위협에 대한 경보 모델은 사소한 신호도 

감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연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14)  http://tasmania.ethz.ch/pubfco/

fco.html

15)  복잡성 이론을 연구하는 많은 과

학자들은 지진과 산불, 정전 사태

와 같은 재난은 예측이 극도로 어

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주

장한다. 이러한 재난은, 그 변화

의 폭이 매우 크며 내재적으로 불

안정한 시스템 안에서, 상호 의존

적인 동인들과 일련의 단계적인 

사건들로 일어난 결과물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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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보 책임자들은 해당 위협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잠재적 지표나 광범위한 

수치16), 도표 등을 발굴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단기적인 경보뿐만 아니라 피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기경보 전문가들은 지표, 수치, 도표 등을 최신

화하면서 추적·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거의 재난 대응 방법과 교훈, 다른 나라

의 재난 대응 현황,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사례, 포괄안보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새

로운 분야도 통합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위협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하는 장치로 사

용하여야 한다.

맺음말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인류의 팬데믹(Pandemic)은 신속하게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주고 있다. COVID-19는 인류의 생활 방식을 바꾸었

고 이전의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 현상을 보면서 미래의 위

협은 바이러스처럼 사소한 문제들이 생활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수롭지 않게 간과될 수 있는 사건

이 국가안보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조기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정책결정자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한걸

음 앞서서 변화를 감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문조직과 국제적

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바이러스, 테러, 해

킹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위협으로 인한 공황은 언제 어느 때고 다시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4 오피니언

16)  이러한 지표의 사례로는 기상청

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있다. 

지진피해를 일으키는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에 지진 발생상황을 

경보하는 것으로 지진파 중 P파

가 S파에 비해 약 1.73배 빠르게 

전파되며, S파의 큰 진동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다. 지진으로 인한 큰 진동

이 오기 전 5초 정도의 여유만 있

어도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며 사

망자와 중상자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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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환하게 웃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꿈결에라도 자주 보고 싶어요. 너무 너무 보고 싶
어요” /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지금도 은혜 받으며 살고 있어요. 한번도 제대로 말 못했
네요. 아버지 고마워요,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들” /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맛난 것 많이 드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손녀 지윤” ...

국립서울현충원의 충혼

당을 찾은 가족들이 <기억

의 나무>에 남긴 추모의 

메모 글이다.

매년 6월이 오면 특별히 생각나는 곳이 있

다. 바로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이다. 해발 

174.8m 공작봉을 중심으로 공작새가 아름다

운 날개를 펼쳐 한강을 내려다보는 형상으로 

명당 중 명당이다. 약 44만평(144만㎡) 규모

의 대지 위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18만 1천

여 분이 잠들어 계신 민족의 성지이다.

제제목목  ::  국국립립서서울울현현충충원원이이  들들려려주주는는  가가슴슴  먹먹먹먹한한  이이야야기기    

“여보! 환하게 웃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꿈결에라도 자주 보고 싶어요. 너무 너무 보고 싶
어요” /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지금도 은혜 받으며 살고 있어요. 한번도 제대로 말 못했
네요. 아버지 고마워요,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들” /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맛난 것 많이 드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손녀 지윤” ...
국립서울현충원의 충혼당을 찾은 가족들이 <기억의 나무>에 남긴 추모의 메모 글이다.

(#사진-01 : 가족들의 애절한 편지가 주렁주렁 열린 충혼당 ’기억의 나무’)

매년 6월이 오면 특별히 생각나는 곳이 있다. 바로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이다. 해발 
174.8m 공작봉을 중심으로 공작새가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 한강을 내려다보는 형상으로 명
당 중 명당이다. 약 44만평(144만㎡) 규모의 대지 위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18만 1천여 
분이 잠들어 계신 민족의 성지이다

▲ 가족들의 애절한 편지가 주렁주렁 열린 충혼당 ’기억의 나무’

05

1  국립서울현충원이 들려주는 가슴 먹먹한 이야기 울현충원

이 들려주는 가슴 먹먹한 이야기

▲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전경

‘내손안의 서울’ 

시민기자

최 용 수

● 서울시 시민기자

● 강서구 구정신문기자

● 도서출판 노을서당 대표

● 주 호주 국방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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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서울현충원이 들려주는 가슴 먹먹한 이야기 울현충원

이 들려주는 가슴 먹먹한 이야기

서울현충원 기원은 1955. 07. 15일 국군묘지관리

소가 창설에서 시작된다. 1956년 01. 16일 최초의 

무명용사가 안장되고, 1965. 03. 30일 국립묘지로 승

격된다. 이후 2006. 01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명칭

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 국가원수묘소, 임시정부

요인묘역, 독립유공자묘역, 무후선열제단, 장군묘역, 

장병묘역, 경찰관묘역, 외국인묘소 등 9개 묘역으로 

나누어진다. 소중한 생명을 흔쾌히 나라에 바친 용사

들, 이들 중 마음 먹먹한 사연의 주인공을 찾아 숨겨

진 이야기를 들어본다.

국립묘지 유일의 이름 없는 묘비 ‘육군소위 김00의 묘’ (54번 묘역)

서울현충원 54번 묘역에는 6·25전쟁이 한창이던1950.8.27. 최후 방어선인 안강

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이름 없는 ‘김 소위’의 묘가 있다. 당시 김 소위라는 것만 알

고 있던 인접부대의 소대장 황규만 소위는 전사한 김 소위를 소나무 밑에 가 매장하

고 돌로 표시를 해둔다. 전쟁이 끝난 후 14년 뒤 황 소위는 대령이 되자 옛 기억을 

더듬으며 김 소위 시

신을 찾아 나선다. 각

고의 노력 끝에 가매

장했던 시신을 찾았

고, 1964년 5월 29

일 이름 없는 묘비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

장한다. 1976년 예비

역 준장으로 전역한 

황 소위는 김 소위의 

신원 확인 노력을 계

속하여 1990년 11월 김 소위의 이름(김수영,갑종1기생)과 춘천시에 살고 있는 아들 

등 일가족을 찾아낸다. 전쟁의 아픔과 비극적 사연을 간직한 역사적 산물로 두기위

해 지금도 이름 없는 <육군소위 김  의 묘’>로 남아있다. 8만여 국립묘지 묘비 중 이

름 없는 묘비는 김 소위가 유일하다.

(#사진-02 :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전경)

서울현충원 기원은 1955. 07. 15일 국군묘지관리소가 창설에서 시작된다. 1956년 01. 16
일 최초의 무명용사가 안장되고, 1965. 03. 30일 국립묘지로 승격된다. 이후 2006. 01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 국가원수묘소, 임시정부요인묘역, 독립

유공자묘역, 무후선열제단, 장군묘역, 장병묘역, 경찰관묘역, 외국인묘소 등 9개 묘역으로 

나누어진다. 소중한 생명을 흔쾌히 나라에 바친 용사들, 이들 중 마음 먹먹한 사연의 주인

공을 찾아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진-03 :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의 꽃시계와 현충문 전경)
▲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의 꽃시계와 현충문 전경

① 국립묘지 유일의 이름 없는 묘비 ‘육군소위 김00의 묘’ (54번 묘역)

서울현충원 54번 묘역에는 6·25전쟁이 한창이던1950.8.27. 최후 방어선인 안강지구 전투에

서 전사한  이름 없는 ‘김 소위’의 묘가 있다. 당시 김 소위라는 것만 알고 있던 인접부대의 

소대장 황규만 소위는 전사한 김 소위를 소나무 밑에 가 매장하고 돌로 표시를 해둔다. 전

쟁이 끝난 후 14년 뒤 황 소위는 대령이 되자 옛 기억을 더듬으며 김 소위 시신을 찾아 나

선다. 각고의 노력 끝에 가매장했던 시신을 찾았고, 1964년 5월 29일 이름 없는 묘비로 국

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한다. 1976년 예비역 준장으로 전역한 황 소위는 김 소위의 신원 확인 

노력을 계속하여 1990년 11월 김 소위의 이름(김수영,갑종1기생)과 춘천시에 살고 있는 아

들 등 일가족을 찾아낸다. 전쟁의 아픔과 비극적 사연을 간직한 역사적 산물로 두기위해 지

금도 이름 없는 <육군소위 김  의 묘’>로 남아있다. 8만여 국립묘지 묘비 중 이름 없는 묘

비는 김 소위가 유일하다.

(#사진-04 : 국립현충원 유일의 묘비명이 없는 묘 ‘김00의 묘’)

② 6·25전쟁 영웅 백마고지 3총사 오규봉 상병 (13번 묘역) : 

정문에서 오른쪽 길을 따라 10분 정도 가면 13번 묘역이 있다. 1952년 10월 철의 삼각지

인 백마고지 전투 시 오규봉 상병은 강승우 소위, 안영권 일병과 함께 육탄공격으로 중공군 

자동화기 진지를 파괴하는 등 백마고지 탈환작전의 시발점이 된다. 이들 3총사의 용감한 군

인정신이 발판이 되어 총 25회의 뺏고 빼앗기는 격전 끝에 백마고지를 확보하는데 결정적

인 공을 세운다. 백마고지 3총사 중 오규봉 상병은 이곳 서울현충원에 잠들었고, 2명은 대

전현충원에서 영면하고 있다. 지금도 철원군 백마고지에는 이들을 기리는 전적비가 있다.

▲ 국립현충원 유일의 묘비명이 없는 묘 ‘김00의 묘’

5 참여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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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영웅 백마고지 3총사 오규봉 상병 (13번 묘역) 

정문에서 오른쪽 길을 따라 10분 정도 가면 13번 

묘역이 있다. 1952년 10월 철의 삼각지인 백마고지 

전투 시 오규봉 상병은 강승우 소위, 안영권 일병과 함

께 육탄공격으로 중공군 자동화기 진지를 파괴하는 등 

백마고지 탈환작전의 시발점이 된다. 이들 3총사의 용

감한 군인정신이 발판이 되어 총 25회의 뺏고 빼앗기

는 격전 끝에 백마고지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다. 백마고지 3총사 중 오규봉 상병은 이곳 서울

현충원에 잠들었고, 2명은 대전현충원에서 영면하고 

있다. 지금도 철원군 백마고지에는 이들을 기리는 전

적비가 있다.

조국의 하늘에서 산화한 부자 조종사의 묘 (29번 묘역)

공군사관학교를 졸

업하고 전투기조종사

로서 창공을 지키다가 

차례로 순직한 부자

(父子)가 있다. 아버지

(故공군소령 박명렬)는 

1984년 3월 14일 팀

스피리트 훈련 중 비

행기 추락사고를 당하

여 31세의 나이로 순

직한다. 이어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투기조종사가 된 아들(故공군대위 박인철)마저 2007년 7월 20

일 야간 요격임무 수행 중 태안반도 서북쪽 해상에 추락, 27세의 꽃다운 나이로 생

을 마감한다. 끝내 아들의 유해를 찾지 못했고, 유족의 뜻에 따라 유품을 아버지 곁

에 안장하여 부자(父子)가 함께 영면하게 되었다. 부자의 묘는 공군 전투기조종사의 

귀감이 되어 지금도 후배 조종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05 : 백마고지 전투의 영웅 육군상병 오규봉의 묘)

③ 조국의 하늘에서 산화한 부자 조종사의 묘 (29번 묘역)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투기조종사로서 창공을 지키다가 차례로 순직한 부자(父子)가 

있다. 아버지(故공군소령 박명렬)는 1984년 3월 14일 팀스피리트 훈련 중 비행기 추락사고

를 당하여 31세의 나이로 순직한다. 이어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투기조종사가 된 아

들(故공군대위 박인철)마저 2007년 7월 20일 야간 요격임무 수행 중 태안반도 서북쪽 해상

에 추락, 27세의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끝내 아들의 유해를 찾지 못했고, 유족의 

뜻에 따라 유품을 아버지 곁에 안장하여 부자(父子)가 함께 영면하게 되었다. 부자의 묘는 

공군 전투기조종사의 귀감이 되어 지금도 후배 조종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 백마고지 전투의 영웅 육군상병 오규봉의 묘 (#사진-05 : 백마고지 전투의 영웅 육군상병 오규봉의 묘)

③ 조국의 하늘에서 산화한 부자 조종사의 묘 (29번 묘역)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투기조종사로서 창공을 지키다가 차례로 순직한 부자(父子)가 

있다. 아버지(故공군소령 박명렬)는 1984년 3월 14일 팀스피리트 훈련 중 비행기 추락사고

를 당하여 31세의 나이로 순직한다. 이어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투기조종사가 된 아

들(故공군대위 박인철)마저 2007년 7월 20일 야간 요격임무 수행 중 태안반도 서북쪽 해상

에 추락, 27세의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끝내 아들의 유해를 찾지 못했고, 유족의 

뜻에 따라 유품을 아버지 곁에 안장하여 부자(父子)가 함께 영면하게 되었다. 부자의 묘는 

공군 전투기조종사의 귀감이 되어 지금도 후배 조종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 창공에서 산화한 호국부자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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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마당

종군기자의 표상 백광남 기자 (51번 묘역)

1960년 4월 동아일보에 입사 후 1966년 10월 14일 월남전을 취재하기 위한 종

군기자로 고국을 떠난다. 1966년 11월 27년 월남 디안에서 국군 비둘기부대를 취

재하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사이곤(현 호치민시)으로 단신 귀환 도중 베트콩 작전지

역에서 순직한다. 한국인 최초의 종군기자이며, 유일한 순직 언론인이다. 생생한 전

투상황 보도를 위해 전장의 위험을 무릅쓴 기자정신은 언론인의 귀감으로 남았다. 

1966년 12월 5일 동아일보사장으로 안장식을 치른 후 제 51묘역에 안장된다.

                                송악산 탈환 작전 육탄 10용사 (6번 묘역)

해방 후 남과 북이 38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던 

1949년 5월 4일, 북한군이 불법 점령한 개성 송악산 

고지 탈환을 위해 포탄을 안고 적진에 돌격하여 북한

군 진지를 분쇄하고 산화한 10명의 용사가 있다. 서부

덕 소위, 김종해, 윤승원, 이희복, 박평서, 황금재, 양용

순, 윤옥춘, 오제룡, 박창근 상사의 <육탄 10용사>는 6

번 묘역 맨 앞줄에 안장되어 있다. 이들 육탄 10용사

의 위훈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길이 후세에 전하고자 현

충원에는 <육탄10용사 현충비>가 세워져 있다.

                                군번 없는 전사 김재현 철도기관사 (7번 묘역)

1950년 7월 19일 대전 방어 작전을 진두지휘하던 

미군 제24사단장 「윌리엄 F.딘」장군이 실종된다. 이에 

미국은 장군을 구출하기 위한 특수작전을 준비한다. 문

제는 적진 깊숙이 미군특공대를 침투시키는 것이다. 이

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미군특공대를 수송하는 증

기기관차 기관사를 자원, 적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대전 남방  세천터널 부근에서 적의 총탄을 맞고 순직

한다. 죽는 순간까지 핸들을 잡은 채 산화한다. 철도인

으로서는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 

▲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의 육탄10용사 충혼비

▲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강재구 소령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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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애틋한 사연을 

지닌 묘역이 많다. 고공낙하 중 부하의 낙하산을 

펴주고는 자신은 산화한 이원등 상사(53번 묘역), 

부하가 실수한 수류탄을 안고 순직하여 중대원을 

구한 강재구 소령(51번 묘역), 6·25 전쟁 당시 100

회 출격을 목전에 두고 산화한 박두원 대위(17번 

묘역), 장군묘역을 마다하고 부하들과 함께 사병묘

역에 영면한 부하사랑의 표상 주월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장군(2번 묘역) 등이 있다.

“조국의 산하여 용사를 잠재우소서/ 충혼은 영원히 
겨레 가슴에/ 님들은 불변하는 민족혼의 상징...”

학창시절 부르던 현충일 노랫말이 귓전에 메아리 된다. 

“우린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영령들이여, 고이 잠드소
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렵니다.”

서울에서 의미 있는 나들이 장소를 찾는다면 국립서울

현충원을 추천한다. 하늘나라 우체통에서 호국영령들

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본다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체험이 될 것이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사병묘역에 잠든 주월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장군 묘
“조국의 산하여 용사를 잠재우소서/ 충혼은 영원히 겨레 가슴에/ 님들은 불변하는 민족혼의 
상징...” 학창시절 부르던 현충일 노랫말이 귓전에 메아리 된다. 

(#사진-09 : 호국영령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하늘나라 우체통)

“우린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영령들이여, 고이 잠드소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
억하렵니다.” 서울에서 의미 있는 나들이 장소를 찾는다면 국립서울현충원을 추천한다. 하
늘나라 우체통에서 호국영령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본다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체험이 
될 것이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국립서울현충원 참고 사항 **

0. 위치 : 동작구 현충로 210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0. 대표전화 : 02-748-0114 

0. 홈페이지 : http://www.snmb.mil.kr/

0.개방 시간 (연중무휴) : 정문·동문·통문(5개소) 06:00 ~ 18:00

0. 업무 시설 개방 시간 : 09:00 ~ 18:00

0. 지하철 : 4호선“동작역”하차 2, 4번 출구, 9호선“동작(현충원)역”하차 8번 출구

▲ 호국영령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하늘나라 우체통

●   위치 : 동작구 현충로 210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   대표전화 : 02-748-0114 

●   홈페이지 : http://www.snmb.mil.kr/

●   개방 시간 (연중무휴) : 정문 · 동문 · 통문 (5개소) 06:00 ~ 18:00

●   업무 시설 개방 시간 : 09:00 ~ 18:00

●   지하철 : 4호선 “동작역”하차 2, 4번 출구, 9호선 “동작 (현충원)역”하차 8번 출구

국립서울현충원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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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5.(월) 아침 마스크와 민방위조끼를 챙겨 집을 나섰다. 남부터미널로 가는 

길목의 파란하늘은 여느 때와 같은 6월의 맑은 하늘이었지만 예년과 달리 주변 사람들

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다. 우리  가족도 다를 바가 없다. 마스크를 쓰고 다지

니 않으면 병원도 식당도 들어갈 수가 없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외출을 한 날이 있었다. 왠지 모를 다른 사

람들의 눈치에 서둘러 약국에 들려 마스크부터 구매해 썼다. 예년 같으면 스마트폰을 

통해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했을 텐데 요즘은 전날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확진자의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한다. 시시각각 울려 퍼지는 긴급재난문자에 ‘언제까지 

이래야하나?’ 라는 짜증 섞인 푸념을 하는 이러한 일상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변해버린 일상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남부터미널에 도착했다. 서초

구청 직원들이 남부터미널 출입구 2개소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다. 2명씩 

앉아 근무할 수 있는 책상 옆에는 ‘열화상카메라감지중’ 이라는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책상위에는 열체온계, 코로나바이러스 발열체크 상황일지, 근무매뉴얼과 손소독제 등

이 있다.

서초구청 직원과 서로 인사를 하고 챙겨온 민방위조끼를 입었다. 남편과 더불어 집

안을 이끌어가는 기둥의 역할과 한 아이의 엄마에서 우리 서초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
초구청 여성민방위대원으로 변신하는 순간이다. 2개월 넘게 우리 서초구 여성민방위대원
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남부터미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구청직원이 확인했을 테지만 다시 한 번 열체온계 이상유무와 손소독제의 양 등을 

확인했다. 이곳 남부터미널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손소독제를 충분히 확보

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은 이동인구가 평소보다 많은 것 같아 구청직원에게 손소독제

를 더 보충해줄 것을 건의했다. 옆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

는 시민 한분 한분에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5 참여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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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에서 근무하는 대원은 열화상카메라가 식별한 시민을 근무매뉴얼에 따라 열

온도계로 다시 열을 재고 있다. 상황일지에 기록하는 것 역시 잊지 않는다. 중간 중간 

주무관이 근무요령과 조심해야할 점 등을 이야기해준다. 몇날며칠을 돌아다니며 우리

와 함께 하는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 

2월 초로 기억한다. 뉴스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COVID-19)의 전염력과 위험성에 대한 기사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많은 걱정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2016년 서초구 여성민방위대가 창설되

었을 때부터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목표는 한 가지였다. 

내가 사는 곳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아이가 ‘왜 엄마는 여성민방위

대원을 해?’ 라고 물어봤을 때 국가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살
고 있고 네가 생활하는 이곳을 엄마가 지켜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

람으로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COVID-19)의 종식선언을 매스컴에서 보며 박수 칠 날을 기다리며 서초구 여성
민방위대원으로서 지금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활동들

이 많아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서초구 여성민방위대(대장 이현주)는

2016년 6월에 50여명으로 창설되어 화재,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고 관내를 4개 

지역대(서초, 방배, 반포, 양재·내곡)로 나누어 안전봉사활동,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등

의 활동을 하고 있다.

금번 방역 지원활동은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 되던 2월27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실시중이다.

주임무는 열화상카메라 감시, 발열체크 등이며, 2인 1조로 8개조(16명)가 남부터미

널(서초구 서초동) 주출입구 및 하차장입구 2개소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7시까지 실

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7명의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등 지역안전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

하고 있다.

취재 당일 근무자인 반포지역대장 이희정(일반대원 강수정, 이준미, 정은영)은 “방역 

지원 초창기에는 가족들의 반대도 심했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워 한다”며 올해 계획되

어 있던 여성민방위대 활동들인 관내 안전캠페인, 환경정비활동, 민방위 시설장비 점

검, 민방위 교육 지원 등을 못하는게 아쉽다며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하였다.



2020년 봄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언택트, 자가격리라는 용어로 스킵되어버려 어디

선가에서 다시 찾아와야할 것 같이 답답한 요즈음, 작년 가을 우연한 기회에 당첨된 것

처럼 민방위팀에 다가온 ‘직원 국내 체험 연수’ 기회에 우리들은 한마음으로 가깝지만 

생경한 백령도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연수에서 팀원들과 나눴던 따뜻한 정에 대한 추억과 우리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

아 백령도 대피시설을 소개하려고 한다.

우리 일행은 짧은 일정으로 인천 선착장을 통해 쾌속정으로 백령도

에 도착하자마자 백령면사무소를 찾아가 이한준 주무관의 도움으로 대

피시설 2곳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백령도는 서해5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 행정구역은 인천

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이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

후 비상 대피시설이 규모있게 갖춰졌다고 한다.

먼저, 백령면사무소 건물 옆에 위치한 대피소(백령 기가 아일랜드 대

피소)는 두꺼운 철문과 긴 계단을 통해 대피시설에 접근이 가능했으며, 

수용인원은 465명이고 내부에는 소방설비, 방송 및 통신장비와 생활에 

필요한 냉난방기, 취사 및 급수시설, 화장실, 샤워실과 TV, 냉장고 등 

생활용품도 비치되어 있었다. 또한, KT의 지원으로 기가인터넷으로 영

상회의도 가능 하였고, 환기시설 및 90Kw의 비상발전 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평상시에는 사물놀이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일부 활용)

또한, 면사무소에서 멀지않은 곳의 소규모 대피소도 찾아 보았다. 백령면 6호 대피

소는 수용인원 133명이고 이곳도 2012년에 준공되었고 규모는 작지만 급수시설, 방

송장비 등 임시적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잘 가춰져 있었다.

물론 여러모로 서울과 여건이 다름은 인정하지만, 주변의 비상 대피시설을 떠올려보

면 건물의 지하주차장, 지하철 시설 등 대피소는 임시 피신은 가능하지만 기능을 갖춘 

대비시설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느껴진다.

3  백령도 대피시설을 다녀와서...  

5 참여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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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민방위팀 주무관

배 종 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 시 비상대피소 설치 기준과 구성 표준화 등(쉽게 찾고, 

이용 매뉴얼 및 보안에도 용이한 – 특히, 공공기관)이 갖춰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백령도는 여느 섬과 마찬가지로 가볼 곳이 많다. 사곳해수욕장은 백령도 동남쪽에 

위치하고 석영으로 구성된 모래로 다져진 백사장이 길이 2Km, 폭 0.2Km로 광활하게 

펼쳐져있는 천연비행장(6·25때 유엔군 작전 전초기지로 활용)을 볼 수 있고, 형형색색

의 잔 자갈돌이 가득한 콩돌해변도 매우 운치가 있다.

이번 연수는 우리 민방위팀에 배움도 있고, 정도 나누는 일석이조의 여행이었다. 다

음을 기약하며 여러분께도 방문을 권하고 싶다.

Emergency Planning 
& Civi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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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소 상황실 ①

▲ 대피소 상황실 ②



“ 365 (서울시 비상기획관 소식지)가 폐간됨을 알려드립니다.

그간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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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연락

06

3 /4 분기 

주요 일정
30일(목)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7월~8월 국가중요시설 민·관·군·경 합동방호진단

7월

10일(목) 2021년도 충무시행계획 심의위원회

17일(목) 제45주년 서울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시청 8층 다목적홀)

22일(화) 민방위의 날 훈련 (전국 지진 대피, 2020년 안전한국훈련)

23일(수) 2020년도 통합방위회의

26일(토) 제70주년 서울 수복 기념행사

9월

18일(화)~20일(목)  2020년도 새올행정시스템(민방위분야) 사용자 교육

27일(목) 3/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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