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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조직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소방청 직제를 중심으로)
손원배(경주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조직개편 당시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설치된 소방청
조직의 직제가 소방청 설치 목적·소관법령·소관사무 집행에 기능적으로 편제되
었는가를 탐색 후 직제개편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권
교체기 정부조직구조에 의식적인 변화를 가하거나, 사회적 이슈로 확장된 재난
에서 정책실패 부각으로 정책을 수정·보완의 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되
었으며, 항상 정부조직개편 중심에 소방조직이 있었다. 2004년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계기로 행정자치부소속 소방방재청 설치, 2014년 세월사고 계기로 국민안
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 설치, 2017년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설치 등 빈번히
개편되는 과정에서 소방조직의 직제는 변화 없이 그대로 수평 이동된 편제다.
조직설계에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방향성 제시, 고도의 기술과 지식
활용 숙련성 담보,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조직, 조
직의 자원을 집중시키는 중점화조직, 직무의 명확성 및 책임성 구현조직, 소
관법령에 근거하여 기능적으로 분화된 조직의 설계가 일반적이다. 소방청조
직 직제분석 결과 소관법령 집행과 육상재난대응 총괄기관의 위상을 가지면
서도, 기능적으로 분화되지 못한 직제와 명확성과 책임성 구현에 한계가 있
다. 현재 1관 2국 14개과 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17개 외청
중 가장 작은 직제다. 소방청의 이러한 직제는 재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직제권을 가진 행정안전부가 소방의 영역을 소방 및 구조·구급사무에 한
정하는 협소한 정책적 관점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그 이면에는 50년
전 정부조직개편 시 내무부 소관사무에서 소방사무를 삭제하여 지방사무
화한 것에 기인한다.
현재의 소방청 직제인 1관 2국 14과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소방수요와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책임성과 경계의 명
확성을 담보로 기능적으로 분화한 1관(기획조정관)6국1단28과의 조직개편
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 조직개편, 조직설계, 조직책임성, 기능적직제, 소방청, 조직도, 직제권,
소방정체성, 소방행정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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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조직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소방청 직제를 중심으로)
Ⅰ. 서 론
소방이란 용어는 1894년 갑오경장 시기에 처음으로 사용되어 현재에
이르러 다른 국가조직에 비해 장고한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다(소방청소
방백서. 2018). 이러한 차별화된 역사성·전통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
부수립 후 소방조직은 독립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경찰조직과 일반 행
정 관료집단 조직에 예속되어 왔다. 이는 특정직공무원 신분임에도 경찰
공무원과 같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반직공무원집단의 하부조직
으로 전락하여 운영되어진 것을 의미한다. 1972년 내무부 민방위본부가
발족하면서 소방은 1국(소방국) 3과의 직제로 국가·자치소방체제로 조직이
운영되었고, 1992년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중앙소방학교. 2016).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된 이후 성수대교붕괴사고(1994년)·삼풍백화점붕괴
사고(1995년)등 계속해서 대형재난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촉발하는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정책실패가 부각되면서 정책주체들
은 정부조직개편을 시도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대통령선거 때
마다 후보자들은 현장대응기관의 핵심인 소방을 독립 외청으로 설치한다
는 공약을 발표하였으나 실행으로까지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
되었다. 그러나 정책과정에서 지속성이 단절되어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정책변동을 위한 학습정보는 축적되어 시간적으로 다음의 사건에 영향을
주었다(Birkland. 2006 : 18).
대구지하철화재사고(2003년)가 촉발화제가 되어 우여곡절 끝에 소방방재
청이 설치되었으나 이는 정책주체들에 의한 타협의 산물에 기인한 행정자
치부 외청으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에 불과하다(손원배. 2012). 그 후 돌
발적으로 발생한 세월호사고(2014년) 수습과정에서 소방방재청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소방은 중앙소
방본부로 위상이 격하되어 운영하던 중 정책실패가 부각되어 2017년 7월
26일 현재의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소방청을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1894년 소방이란 용어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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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기 시작한 이래 123년만에 소방직만의 외청으로 독립한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정책적 프로세스는 정부수립 후 급변하는 재난환경 변화 속에
서 소방조직은 항상 정부조직개편의 중심에 있었다는 반증인 것이다.
소방청 설치 이전부터 신분을 국가직화로의 요구는 2019년 11월 19일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 되었다. 이는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이래 47년이 경과된
시점이다. 소방청이 설치되고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으나, 소방청
직제는 1972년 내무부 민방위본부 당시 1국 체제에서 45년이 경과한 시점
에서 2국체제로 직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소방본부는 개편되
는 소방청에 5개국체제로 직제승인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 직제를 그대로 수평 이동한 것에 불
과하다. 이러한 직제의 내면에는 1970년 정부조직법개정에서 내무부의 소
방기능을 삭제하고 소방사무를 지방자치사무로 근거를 마련한 것에서 기
인한다(소방청. 2019 : 155-156). 1970년 당시의 재난환경과 현재의 재난환
경은 비교될 수 없으며, 재난의 영역은 지역을 넘어 광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50년 전에 분류한 소방사무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사무의 분
류를 재분류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 하겠다.
소방청 직제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방의 영역 확장추세를 전혀 반영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직제는 재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직제권을
가진 행정안전부가 소방의 영역을 소방 및 구조·구급사무에 한정하는 협
소한 정책적 관점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소방의 영역을 재난관리
4단계 중 대응에 국한하여 승인된 직제로 현재 육상재난 총괄기관으로서
재난대응에 한계가 있다. 국가안전을 담보하는 재난관리 핵심기구인 육상
재난전담기관으로써 소방기능과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직의 재구조
화 필요하다. 즉, 소방청 설치를 통해 법률과 제도정비·표준화·주요정책을
전국단위의 통일된 정책을 수행하고 집행기능을 강화하여 조직설립의 목
적에 부합하는 직제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제36조 제6항)
에서 명시한 국민의 안전권 확보와 조직개편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
이다.
정부조직개편은 크게 행정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다(홍
일표. 2017). 2017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국민안전처 해체와 행정안전
부가 설치되면서 소방청이 독립한 것은 정치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측
면이 크며, 그 과정에서 기능적·행정적 측면이 간과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적·재난관리적·기능적 측면에서 탐색적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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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의한 재난대응에 적합한 기능을 중심으로 소
방청 직제개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소
방청 직제개편에 한정하며, 지방소방조직의 재구조화는 본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연구방법은 소방청의 설립목적·소방기본법 등 핵심법령 실현성
을 분석하고, 특정직 공무원조직인 해양경찰청 직제와의 비교분석과 정부
백서 및 선행연구논문 등 문헌조사에 의한다.
본 연구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설치된 육상재난대응을 전담하는 소방
청이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조직의 직제로 편제되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구 질문을
제시하면서 시작한다.
첫째,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을 실현할 조직으로 직제가 설치되었는가?
둘째, 소방청 설치 목적에 적합한 조직으로 직제가 설치되었는가?
셋째, 소방청 소관법령 집행에 적합한 조직으로 직제가 설치되었는가?
넷째, 소방청 소방사무에 적합한 조직으로 직제가 설치되었는가?

Ⅱ. 이론적 논의
1.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은 그 시대에 국가가 처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 한다(정부조직개편백서. 2017 : 8). 즉, 정부조직구조에
의식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을 말 한다(Moore. 1998 : 1955). 정부조직개편
의 목표는 정부조직의 능률성 제고와 정책추진의 효과성 증진에 있다(박
천오. 2011 : 2). 정부조직은 국가이념구현과 행정수요를 민주적이면서 능
률적으로 충족시키는 구조라 할 수 있다(Lee. 2013 : 188-189). 조직화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만약 이
러한 조직화의 기능이 느슨해진다면 조직은 곧 혼란 속으로 빠지기 때문
이다(박경원·김희선. 2000 : 25). 정부조직개편은 행정과 정부의 효율성
(efficiency) 제고, 정책추진의 효과성(policy effectiveness) 제고, 행정수반
의 통제력 강화(executive or manageral control), 정책 우선순위(policy
priority) 재조정, 전략적 편의(tactical advantage)를 목적으로 한다(박천
오. 201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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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조직개편에서 소방청의 독립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국가차원의 컨트
롤타워와 현장 역량을 모두 갖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때문이다. 기존 국민안처 중앙소방본부는 부처 참모지위로써 복층의 보고
체계와 이질적 업무가 혼재되어 재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정
부조직개편백서. 2017 : 63). 이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정책변동 주
체들은 과거 수차례 반복된 정부조직개편에서의 정책적 오류를 수정·보완
하는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게된 것이다. 즉,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소방조
직을 지휘·통솔하고 재난현장과 연계성이 높은 소방정책수립·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여건개선 및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소방청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육
상재난 총괄기관으로써 설치된 것이다(정부조직개편백서. 2017 : 63-64).
2. 정부조직 설계의 방향성 및 유형
1) 조직의 특성 및 설계 방향성
일반적으로 조직의 특성은 목표지향성, 구조화된 활동체계, 조직의 계속
성, 식별 가능한 경계,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양기근 외 10
인. 2019 : 23-25). 첫째, 목표지향성은 조직은 목표를 가진 존재로서 조직
이 최종 달성하고자하는 미래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구조화된 활동체계
는 특정 임무수행을 위한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셋째, 조직의 계속은 구성
원이 변화해도 조직은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조직 목표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별 가능한 경계는 조직 내 성원, 구조와 관리 등 자체 요인을
가져 외부환경과의 경계를 구분한다는 위미이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조
직이 외부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은 지원기능·생상기능·유지기능·적응기능·관리기능 등 5가지 기능이
기본 기능이다(박경원·김희선. 2000 : 90).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정부조
직개편은 개방성·대표성·책임성·투명성·전문성·효율성 강화를 원칙으로 한
다(홍일표. 2017 : 11). 또한 조직화에서 핵심은 계획과 통제이다. 조직화
프로세스는 조직의 목표 규명과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제약 조건을 충
분히 검토 후 조직이 나가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박
경원·김희선. 2000 : 25). 이와 함께 정책수단으로서 제도적인 정당성도 정
책의 한 요소다. 정책이 제도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공식적인 채택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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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 때만 제도적인 정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박성복·이종렬. 2001
: 142).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조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업무흐
름의 명확화·업무활동의 계획과 통제용이·직무중복방지 및 과업갈등 해
소·직무수행 성과증대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
조직설계는 환경에 적합한 조직의 형태를 선택하는 활동으로, 조직 목표
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선택하는 과
정이다. 조직설계는 시스템적 관점과 수명 주기적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
시하고 있다(박경원·김희선. 2000 : 43). 시스템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조직
은 회부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적응하고, 조직 내의 기능을 다양하게
분화시킴으로서 효과적인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임을 인식 해 각
기능 부서들이 전체 조직과의 관계를 염두 해 두고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수명 주기적 관점에서는 각 수명 주기적 단계에 적합한 조직
구조로 설계하고 조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현재 조직의 성장 단계에
알맞은 해결방안을 선택해야 조직의 효과성을 최적화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효과적인 조직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henry mintzberg. 1980 : 335-337). 첫째, 조직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비용의 최소화와 이익
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셋째,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
하는 숙련성을 담보하는 설계를 해야 한다. 넷째,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
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 다섯째, 조직의 자원과 노
력을 특정 시장에 집중시키는 중점화 조직으로 설계해야 한다.
조직설계의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조직설계과정이 졸속적
이고, 체계성이 결여되었으며, 법률적 정합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서재호·정지범. 2009 : 4-5).
2) 조직설계의 구성요소와 유형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부처와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설치가 정책과정에
서 확정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내부 직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설계가 시작된다. 정부조직개편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채진·임정수. 2019 : 1). 조직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핵심운영부문·기술구조부문·전략부문·지원스테프부문·중간라인
부문이 공통적인 구성요소이다(henry mintzberg. 1983 : 262). 핵심운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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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operation core)은 현장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곳을 의미 하며,
기술구조부문(technostructure)은 조직 내에서 전문적으로 기술적 문제를
전담하고 산출물의 표준화를 담당한다. 전략적 부문(strategic apex)은 조
직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최고경영층이며, 지원 스테프부
문(support staff)은 조직의 기본적 과업 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 지원
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중간라인 부문(middle line)은 핵심운영부문과 전
략부문을 연결시키는 중간관리자를 의미 한다(박경원·김희선. 2000 : 238).
조직설계의 유형은 크게 단수구조(simple structure)유형과 기계적 관료
구조(mechanic bureaucracy)유형 및 전문적 관료구조(professional
bureaucracy)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순구조(simple structure)유
형은 정교화 되지 않은 조직구조를 의미하며, 분업화와 공식화 정도가 낮
다. 둘째, 기계적 관료구조(mechanic bureaucracy)유형은 명확한 권한계층
이 있는 조직구조를 의미하며, 세분화정도가 높다. 이 유형은 표준화에 의
해 직무를 집행하므로 직무의 정확성· 명확성·신속성이 보장되는 유형이
다. 셋째, 전문적 관료구조(professional bureaucracy)유형은 분권화와 표
준화를 융합한 전문적 관료구조를 의미하며, 효율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유형이다(박경원·김희선. 2000 : 233-243).
3. 소방조직의 정체성
소방청은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에 의거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소방
청장은 소관 사무에 대한 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가지
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출석·발언권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부령을 제청할 수 있다(채진·임정수. 2019 : 4).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소방
조직을 지휘·통솔하고 재난현장과 연계성이 높은 소방정책수립, 구조구급
등 현장 활동 여건개선,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육상재난대응 총괄기관의 위상을 가
지고 있다(정부조직개편백서. 2017 : 62). 육상재난대응 총괄기관인 소방청
소관법률은 총 53개(법률 15, 대통령령 20, 부령18)로 이는 해양경찰청 37
개 소관법률보다도 많다(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원실. 2020).
소방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
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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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방기본법 제1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헌법 제34조)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방조
직은 헌법정신 실현기관이다. 따라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
는 소방조직은 위기관리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반 행정조직이 국민
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는 구별된다.

Ⅲ. 소방청 직제현황 분석
1. 정부조직개편 당시 하부조직 설계 기준
2017년 정부조직개편 당시 하부조직 설계기준을 보면 공통지원부서는
조직관리 효율성을 위해 부처 내 정책·사업지원 기능은 종전과 같이 기획
조정실(기획조정관)에서 통합수행 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성격상 독립성
이 필요한 인사·감사·홍보·운영지원 부서는 장·차관 직속으로 유지하였다.
신설부처는 공통부서 조직규모를 유관기관 평균 수준으로 설계하되, 기관
위상 변화에 따른 기구 설치는 필요부분으로 최소화 하였다.
정책·사업부서는 부처별 하부조직 재편성은 조직개편(안)에서 제시된 기
능 재편분야에 초점을 두었으며, 부처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직설계
기준을 적용하였다. 하부조직 설치는 원칙적으로 과는 정원 10명이상 경
우에 설치하며, 국은 4개과이상일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고, 실은 3개관 이
내 12개과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다만 신설부처의 경우 정부조직개
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 설치 요건을 탄
력적으로 적용하였다(정부조직개편백서. 2017 : 32-33)
2. 소방청의 개편 전 직제와 개편 후 직제 비교
2000년 이후 소방조직 개편의 역사적 맥락에서 탐색해 보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된 소방방재청 소방조직 직제는
2국(소방정책국,119구조구급국)7과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는 민방위본부
시절 1국3과 체제에서 32년이 경과 후 1국 4과가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당시 소방방재청 조직도는〈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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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소방방재청 조직도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 조직은 1
관(소방조정관)2국(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8과 체제로 운영되었다. 중
앙소방본부 조직도는〈표 2〉와 같다.
〈표 2〉중앙소방본부 조직도

2017년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행정안전부 외청인 소방청을 설치하면서
하부조직은 1관(기획조정관)2국(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체제로 조직하
였다. 중앙소방본부 조직도는〈표 3〉과 같다.
〈표 3〉소방청 조직도
청장

1관(2국) 14과

차장

기획조정관 (3과)

운영지원
과

소방정책국 (4과)

- 9 -

대변인 (1과)

119종합상황실 (1과)

119구조구급국 (4과)

반복적인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소방방재청에서 중앙소방본부, 중앙소방
본부에서 소방청으로 조직은 개편되었으나 실제적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국 단위의 하부조직은 그대로 수평 이동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소방방
재청 당시 소방조직은 2국 7과체제로, 중앙소방본부 조직은 2국 8과체제
로, 소방청은 1관 2국 14과체제로 국 단위는 늘어나지 못하였다. 외견상
소방청 조직이 중앙소방본부보다 기획조정관(3과), 운영지원과·대변인 등
과 단위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중앙행정기관 모두 편제된 공통된
직제이다. 특히 3번의 정부조직개편에서 소방조직의 국 단위와 과 단위직
제는 변화가 없다. 소방청의 이와 같은 하부직제는 우리나라 17청의 외청
중 가장 소규모 직제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역사 이래 많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는 늘어난 것에 비추어 볼 때, 특이한
예외에 해당한다. 특히 2020년 기존 보건복지부 소속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성격하는 과정에서는 3국·관 16개과가 늘어났다.
3. 해양경찰청의 하부직제
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사고를 계기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소속 해
양경비안전본부로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4국 22개 직제에서 개편
후 3국(해양경비안전국,해양장비기술국,해양오염방제국) 14과 체제로 축소
운영 되었다. 그러나 2017년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해양경찰청으로 분리
독립하면서 5국(경비국, 구조안전국, 수사정보국, 해양오염방제국, 장비기
술국) 2관(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 24과체제로 직제를 개편하였다. 다만
해양경찰청의 경우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개편 전 기존 해양경찰청으로의
원상 회복이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소방청 직제와는 큰 괴리가 있다. 해양
경찰청 조직도는〈표 4〉와 같다.
〈표 4〉해양경찰청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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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관법령에 의한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의 직제연관성
해양경찰청은 총 37개(법률 6개, 대통령령과 부령 31개)의 소관법령을
집행(해양경찰청 홈페이지)하고 있으며, 소방청은 총 53개(법률 15개, 대
통령령과 부령 38개)의 소관법령을 집행하고 있다(소방청 홈페이지). 해양
경찰청은 해양주권 수호, 해양관련 범죄예방·진압·수사, 해양수색·구조·연
안안전관리, 해양오염·예방·방제, 선박교통관제 등 해상 질서유지의 주요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방청은 소방정책 수립 및 조정,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관련제도 운영, 화재진압·조사 및 전술개발, 긴급구조 역량 강화
및 구조·구급정책 기획·조정, 소방산업 진흥 및 국민 생활안전 기반강화,
소방장비 보급 및 항공구조·구급 시스템 개발·운용의 주요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소방청 업무보고서, 2019).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의 소관법률 현황
과 직제반영 연관성은 〈표 5〉및〈표 6〉과 같다.
〈표 5〉해양경찰청·소방청 소관법률
기관명

해양경찰청

소방청

소관 법률명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비법
연안사고예방에 관한법률
해양경찰법
선박교통통제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소방공제회법
대한민국 재향소방동우회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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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소관법률 직제 연관성
기관명
직제반영
소관 근거법률
- 수상에서의 수상구조에 관한 법률
구조안전국 -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 해양경찰법 -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 해양경찰법
장비기술국 - 해양경찰법
수사정보국 - 해양경찰법
경비국
- 해양경찰법
-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정책국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
소방청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국 -1
- 소방장비관리법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의 소관법령을 비교분석하면 해양경찰청에 비해 소
방청이 소관법령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관법률만 보더라도 해
양경찰청은 6개 법률이나 소방청은 15개 법률이므로 해양경찰청에 비해 9
개 법률을 더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조직
의 설치근거 법률인 해양경찰법과 5개의 소관법률에서 규정한 법률의 제
정목적에 근거하여 법률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국 단위 직제가 편제되어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의 국 단위 직제는 구조화된 활동체계
가 반영되었고, 직무의 명확성과 직제의 식별 가능한 경계성을 담보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국 단위 직제는 조직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고 조직화
된 직제다.
소방청은 조직의 설치근거 법률인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과 개별법에
부합한 국 단위 직제는 119구조구급국 뿐이다. 소방정책국은 소방기본법
과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각 개별법의
제정취지(목적)가 상이한 3개의 법률을 비체계적인 직제로 구조화된 활동
체계가 반영되지 못하였고, 직제의 명확성과 식별 가능한 경계도 불분명
한 직제다. 특히 15개의 법률 중 실제 직제에 반영된 법률은 5개 법률에
불과하여 해양경찰청 직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6개의 소관법률 중 국 단위 직제로 편제되지 않은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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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하부직제인 과 단위로 편제하여 보완적 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에 반해 소방청은 소관법률 중 국 단위 직제로 편제되지 않은 법률적 사
항을 하부직제로 장비기획과, 항공통신과, 소방산업과 등을 편제하여 운영
하고 있으나 소관 10개 법률은 과 단위로도 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소방청의 직제는 소관법률의 제정목적과 소방행정수요의 증가, 소방행정
변화,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요구 등 소방영역
확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직제라 하겠다.
5. 직제개편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소방행정 환경변화
1) 화재·구조·구급 수요 증가
우리나라는 압축된 고도성장을 하면서 건축물의 형태도 복잡한 구조로
변화하여 왔다. 좁은 면적에 인구 밀집도가 높아 건축물은 고층화·대형화·
지중화·미로화가 되었으며, 과학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화학적 신소재
가 개발되어 생활에 밀접한 생필품 소재로 이용되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에 더해 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생활패턴의 변화
와 다중이용업소의 증가로 화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화재
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특정소방대상물 및 화재와 구조
구급 수요는 계속하여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보
면 2017년 44,178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사망 345명, 부상 1,852명)가 발
생하였고, 2018년 42,338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2,594명(사망 369명, 부상
2,225명)이 발생하였다. 2019년 40,103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2,515명(사
망 285명, 부상 2,230명) 발생으로계속하여 40,000건 이상의 화재가 전국에
서 발생하고 있다(소방청 통계연보. 2020). 2019년 화재발생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2019년도 화재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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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19구조·구급활동을 보면 구조활동은 2017년 805,194건 출
동하여 655,485건을 구조하고 115,595명을 구조하였으며, 2018년 837,628건
출동하여 663,526건을 구조하고 104,335명을 구조하였다. 2019년 893,606건
출동하여 719,228건을 구조하고, 99,922명을 구조하였다. 구조출동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급활동은 2017년 2,788,101건 출동
하여 1,777,188건을 이송하고 이송환자는 1,817,526명이며, 2018년
2,924,889건 출동하여 1,843,105건을 이송하고 1,879,725명의 환자를 이송하
였다. 2019년 2,929,994건 출동하여 1,825,987건 이송하고 1,860,071명의 환
자를 이송하였다. 2019년 119구조·구급 활동 현황은〈표 8〉 및〈표 9〉와
같다.
〈표 8〉2019년 구조활동 현황

〈표 9〉2019년 구급활동 현황

최근 3년간 소방항공기 운항 및 119생활안전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소방항공기 운항현황을 분석하면 2017년 5,659시간 운항과
5,673회 활동으로 2,456명 조치, 2018년 5,926시간 운항과 5,896회 활동으
로 2,223명 조치, 2019년 6,260시간 운항과 5,990회 활동으로 2,113명을 구
조·구급조치하였다. 119생활안전 활동은 2017년 423,055건, 2018년 396,343
건, 2019년 430,534건을 처리하였다. 소방항공기 운항현황과 119생활안전
활동 현황은〈표 10〉 및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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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연도별 소방헬기 운항 현황

〈표 11〉연도별 소119생활안전활동 현황

2) 특정소방대상물의 증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는 소방청 통계자료를 인용하였다(소방청 통계
연보. 2020). 최근 3년간 연도별 특정소방대상물은 2017년 2,124,831개소,
2018년 2,166,521개소, 2019년 2,188,271개소로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대통
령령1) 및 행정안전부령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또한 계속하여 증가추세에
있다. 대통령에 의한 다중이용업소는 2019년 기준 2,188,271개소, 다중이용
업소 화재위험평가대상2) 7,546개소, 초고층건축물3)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08개소, 30층이상 고층건축물 4,692개소, 특정소방대상물 중전관리대상4)
7,097개소, 소방특별조사 5)대상 1,579,584개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363,546개소이다. 2019년 특정소방대상물 현황과 대통령령에 의한 다중이용
업소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현황, 특별조사운영 현황은〈표 12〉,
1)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
로 대통령령(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으로 정하는 20개 업종
2) 다중이용업소의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다중이용업소법 제15조제1항)
3) 초고층건축물 :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
4) 대형건축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취급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출입·사용하는 대상물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
5)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화재, 재해 등의 발생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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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표 14〉,〈표 15〉와 같다.
〈표 12〉2019년 소방대상물 현황

(단위: 개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처종 합 계 아 기 근린 문화
교육 노유 수련 운동 업무 숙박
및
종교
판매
운수
의료
파 숙 생활 집회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연구 자시 시설 시설 시 시설
별
트 사 시설 시설
시설 설
설
합 계 2,188,271 46,247 1,365 1,207,191 6,905 19,953 5,286 2,269 3,845 23,457 56,636 1,144 4,397 62,596 32,20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위험 항공 동물
묘 관 장
창
물
기
및
자원
교정
발
및 순환 및 방송 전 지관 광휴 례 지 지 문 복합
처종별 위락 공장 고 저장 자동 식물
시설 시 및 차 관련 관련 군사 통신
시 련 게 시 하가 하구 화재 건축
시설
물
설 처리 관련 시설 시설 시설 설 시설 시설 설
시설 시설
합 계 29,002 158,834 111,079 39,317 16,850 113,663 7,052 3,912 1,907 605 355 1,419 559 2,352 656 3,504 223,712

〈표 13〉2019년 대통령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현황
연 합 휴게
도
음
별 계 식점

제
과
점
영
업

일
반
음
식
점

유
흥
주
점

단
란
주
점

영
화
상
영
관

비
디
오
물
감
상

비
디
오
소
극
장

복
게
복 노
합 학 목욕 임 PC 합 래
영
제
유 연
상 원 장업 공 방 통 습
물
업
업 장

산
후
조
리
원

(단위: 개소)

권
총
사
격
장

골
프
연
습
장

안
마 고
시 시
술 원
소

2017 179,464 9,547 546 57,114 27,470 12,535 473 424 26 12 1,819 1,803 3,155 10,823 656 33,317 650 11 6,719 472 11,892
2018 179,6889,814 58257,44327,25712,439 505 355 23 201,7271,8253,21110,711 81332,541 610 116,823 43411,686
2019 178,42110,260 66558,40126,88612,203 533 299 21 241,6841,7983,07210,445 86331,696 584 106,971 40111,605

〈표 14〉2019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현황

(단위: 명)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
합 계 소계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
1급 2급 3급 소계 특급 1급 2급 3급
363,546 330,455 714 15,406 166,385 147,950 33,091 13 1,446 25,359 6,273
조사대상
(개소)
대상수 조사수
1,579,584 348,381

〈표 15〉2019년 특별조사 운영현황
조사결과
(개소)
양호 불량
180,623 167,758

불량사항 조치(건)
기관
합 계 행정
명령 통보 입 건 과태료 기 타
190,697 56,622 24,105 143 823 10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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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산업체 6)의 확장
2014년부터 소방산업통계조사 이래 7,893사, 2015년 8,004사, 2016년 8,136
사, 2017년 8,384사, 2018년 8,627사, 2019년 8,941사로 매년 소방산업사는 계
속하여 증가추세에 있다. 소방산업종사자7)는 2014년 143,847명, 2015년
146,696명, 2016년 149,048명, 2017년 157,266명, 2018년 161,318명, 2019년
164,285명으로 소방산업체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규
모는 2014년 121,143(억원), 2015년 127,976(억원), 2016년 132,360(억원), 2017
년 142,134(억원), 2018년 155,614(억원), 2019년 165,870(억원)으로 역시 증가
하고 있다(소방청 소방통계연보. 2020). 소방산업체 현황, 소방산업종사자현
황, 소방산업매출규모는〈표 16〉,〈표 17〉,〈표 18〉과 같다.
〈표 16〉소방산업체 현황
(단위: 사)
연도별 합 계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관리업 방염업 제조업 도･소매업
2014
7,893
605 4,697
395 380
626
809
381
2015
8,004
630 4,738
383 386
615
834
418
2016
8,136
632 4,761
384 415
641
830
473
2017
8,384
633 4,760
387 418
741
913
532
2018
8,627
640 4,920
395 423
747
904
598
2019
8,941
713 5,056
429 456
786
922
579
〈표 17〉소방산업종사자 현황
(단위: 명)
연도별 합 계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관리업 방염업 제조업 도･소매업
2014 143,847 11,825 92,130 10,194 5,356 9,130 13,976 1,236
2015 146,696 11,583 93,945 9,199 5,981 9,355 15,312 1,321
2016 149,048 11,245 97,108 9,087 6,522 9,228 14,455 1,403
2017 157,266 12,101 100,800 9,975 6,524 10,053 16,286 1,527
2018 161,318 12,920 102,203 10,265 6,561 10,334 17,274 1,761
2019 164,285 13,079 106,255 10,278 6,673 9,676 16,706 1,618
〈표 18〉소방산업 매출액 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 합 계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관리업 방염업 제조업 도･소매업
2014 121,143 3,605 67,003 4,727 3,616 13,079 25,805 3,308
2015 127,976 4,370 70,180 4,680 4,305 12,034 28,415 3,992
2016 132,360 4,288 72,601 4,652 4,966 12,313 28,486 5,054
2017 142,134 4,394 79,441 4,793 5,200 12,564 30,648 5,094
2018 155,614 4,599 89,923 5,038 5,483 12,820 32,387 5,364
2019 165,870 4,978 98,443 5,280 5,680 13,002 32,897 5,590

6) 소방산업통계조사 : 매년 7월∼12월에 전년도 12월말기준 소방산업체 현황을 조사하여 익년 1월에 공표
7) 소방산업 종사자수는 매년 7월∼12월에 전년도 12월말기준 종사자수 현황을 조사하여 익년 1월에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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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활동 저해 요인의 증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현장소방 활동 중에 119수혜자 및 주변인
들에 의해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
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구급대원 1,570명이 구급활동 공무수행 중 폭행 피해를
당 했으며, 피해 건수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재난환경의
여건변화와 소방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라 현장활동 중 순직·공상자의 발생도 급격
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4,596명(순직 54명, 공상 4,542명)의 순직 및 공사자
가 발생하였으며, 2010년 대비 2019년 202%의 순직·공상자가 증가하였다. 현장활
동 중 구급대원 폭행 건수, 사망 및 공사자 현황은〈표 19〉,〈표 20〉과 같다.
〈표 19〉최근 10년간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단위: 명)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사주체
합계 소방 경찰
122 0 122
95 0 95
93 0 93
145 35 110
131 55 76
198 72 126
199 94 105
167 90 77
215 184 31
205 181 24

〈표

연도별 합 계
2010 348
2011 363
2012 292
2013 294
2014 332
2015 382
2016 476
2017 609
2018 795
2019 705

구속여부
합계 구속 불구속
122 0 122
95 0 95
93 0 93
145 5 140
131 6 125
198 10 188
199 10 189
167 7 160
215 9 206
205 7 198

폭행사범 조치결과
선고 재판
합계 징역 벌금 기소
유예 유예 수사중
122 0 0 0 0 0
95 0 0 0 0 0
93 3 55 3 0 0
145 7 84 6 0 0
131 11 79 13 1 0
198 33 103 6 1 0
199 20 83 9 0 0
167 19 84 7 1 1
215 21 94 12 0 13
205 6 39 5 0 133
20〉연도별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 현황 (단위: 명)
순 직
공 상
소계 화재 구조 구급 교육
훈련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교육
훈련
8 0 3 1 0 4 340 90 38 78 0
8 3 2 1 0 2 355 72 29 88 0
7 4 3 0 0 0 285 60 21 61 0
3 2 1 0 0 0 291 62 23 67 4
7 1 5 0 0 1 325 68 38 80 4
2 1 - 0 1 0 380 72 50 94 3
2 0 2 0 0 0 474 88 44 118 6
2 2 - 0 0 0 607 119 47 127 16
7 0 2 1 3 1 788 193 58 176 18
8 1 0 5 1 1 697 164 45 13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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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22
95
32
48
27
55
87
55
76
22
기타
134
166
143
135
135
161
218
298
343
327

Ⅳ. 결론
1. 소방청 직제분석 결과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육상재난대응을 전담하는 소방청이 일사분란한 지
휘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의 직제로 편제되었는가에 관한 4가지 연구 질문을 제시하면서 시작하였다.
연구 질문은 첫째,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을 실현할 조직으로 직제가 설치되
었는가?, 둘째, 소방청 설치 목적에 적합한 조직으로 직제가 설치되었는가?,
셋째, 소방청 소관법령 집행에 적합한 조직으로 직제가 설치되었는가?, 넷째,
소방청 소방사무에 적합한 조직으로 직제가 설치되었는가? 이다.
분석결과 소방청의 직제는 목표 지향성·구조화된 활동 체계성·식별 가
능한 경계성·대표성·책임성·전문성·효율성·계속성·재난현장 연계성·환경과
의 상호작용성 등 조직과 직제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특성이 반영
되지 않았다. 현재의 소방청 직제는 정부조직개편의 배경과 목적, 육상재
난대응 총괄기관으로서 역할, 소방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법령집행에 한
계가 있는 직제라 하겠다. 이는 소방방재청 시절의 직제가 2번의 조직개
편 후에도 그대로 수평 이동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6개의 소관법률 대부분이 국 단위 직제에 반영되었
고, 국 단위 직제로 편제되지 못한 법률은 하부 과 단위 직제편제로 보완
되어 명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방청은 소관법률 15
개 중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조구급국이 국 단위 직제
로 유일하게 편제되었다. 소방정책국은 제정취지(목적)가 다른 3개의 법
률을 비체계적인 직제로 구조화된 활동체계가 반영되지 못하였다. 국 단
위 직제로 편제되지 못한 대다수 법률은 과 단위 직제로 편제되어 보완하
여야 하나, 장비기획과와 소방산업과 등 극히 일부 법률만 과 단위로 편
제되었다. 소방청 직제는 총론적으로 소관법률 체계에 근거한 기능적 직
제편제가 무시된 조직체계라 하겠다.
2. 소방청 직제개편 기준과 방향성 설정
현재의 소방청 직제개편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개편의 목적과 개별 소관법률의 제정 취지를 직
제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하나의 개별법률을 직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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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곤란한 경우 법률의 내용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개별법률을 융합한 단위 직제로 편제한다. 셋째, 조직의 정체성을 반영하
고 직무의 정확성·명확성·신속성이 보장되는 구조화된 직제로 한다. 넷째,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숙련성을 담보하는 직제로 한다. 다섯째,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조직 직제로 설계한다. 여섯째, 조직
의 자원과 노력을 시장에 집중시키는 중점화 조직으로 직제를 설계한다.
일곱째, 업무 흐름의 명확화·계획과 통제용이·직무중복 방지와 과업의 갈
등 해소·직무수행 성과를 증대할 수 있는 직제로 설계한다. 여덟째, 소관
법률을 근거로 국 단위 편제가 곤란한 경우 개별법에 과 단위 직제를 설
치하여 효율적 법률집행을 보완한다. 아홉째, 소방수요의 증가와 소방활동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직제로 편제한다.
3. 소방청 직제개편 안
연구 분석결과 현재의 소방청 직제인 1관 2국 14과체계의 문제점 보완
과 급증하는 소방수요와 소방활동 저해요인을 반영하고, 안전에 대한 국
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능적으로 분화한 1관(기획조정관)6국1단
28과의 조직개편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정부조직에서 공통으로 운영 중인 직제인 운영지원과, 종합
상황실, 대변인 직제는 현행대로 존치한다. 다만 기획조정관은 기획재정담
당관·혁신행정감사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의 직제로 하고 정보통신 담당관
은 신설되는 항공장비관리국 소속 직제를 변경한다. 둘째, 소방정책국은
소방복지과·소방정책개발과·통계조사과·소방제도과로 재편하고, 기존 화재
예방과·화재대응조사과·소방산업과는 소속 직제를 변경한다. 셋째, 119구
조구급국은 기존 119구조과·119구급과·119생활안전과에 통제단운영과 직
제를 신설한다. 넷째, 항공장비관리국을 신설하여 장비기획과·장비관리과·
정보통신과·항공안전과 직제로 한다. 다섯째, 화재대응국을 신설하여 화재
대응과·화재조사과·화재분석과·전술훈련과 직제로 한다. 여섯째, 예방안전
국을 신설하여 화재예방과·위험물안전과·예방조사과·민원봉사과 직제로
한다. 일곱째, 소방산업진흥국을 신설하여 소방산업정책과·소방산업지도과·
소방산업진흥과·연구개발과의 직제로 한다. 여덟째, 119특별사법경찰단 직
제를 신설하여 법률지원과·수사과·수사지원과를 둔다. 개편 직제안을 도표
로 정리하면〈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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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
항공장비관리국
화재대응국
예방안전국
소방산업진흥국
119특별사법경찰단
정부공통부서

〈표 21〉소방청 직제개편안
과 단위직제
소방복지과, 소방정책개발과, 통계조사과, 소방제도과
119구조과, 119구급과, 119생활안전과, 통제단운영과
장비기획과, 장비관리과, 정보통신과, 항공안전과
화재대응과, 화재조사과, 화재분석과, 전술훈련과
화재예방과, 위험물안전과, 예방조사과, 민원봉사과
소방산업정책과,소방산업지도과,소방산업진흥과,연구개발과
법률지원과, 수사과, 수사지원과
기획조정관(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감사담당관·대외
협력담당관), 대변인, 운영지원과, 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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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Ⅱ. 재난의
1) 연구배경

유형분류
v 소방이란 용어는 1894년이래 현재까지 사용되어 126년의 역사성과 전통성 있음
v 정부수립 후 독립적 성장 못하고 2017년까지 경찰.일반공무원집단 하부 예속운영
v 삼풍백화점붕괴사고 등 정책실패 부각, 대통령후보들은 소방청공약 하였으나 조직개편 실패

v 대구지하철화재 계기 정책주체들은 타협의 산물로 행정자치부소속 이질적인 소방방재청
설치
v 세월사고 계기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안전본부 설치
v 2017년 소방조직만의 행정안전부소속 육상재난총괄기관 소방청 설치

v 급변하는 재난환경 변화 과정에서 소방조직은 연례적인 정부조직개편의 중심에 위치
v 2019년 4월 1일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신분 일원화(무늬만 국가직 비판)
v 소방청은 소관법령 53개로 해양경찰청 소관법령 37개보다 많음
v 소방조직은 민방위본부(1국3과), 소방방재청(2국7과), 소방청(2국14과)체제로 국 단위직제

수평
이동 불과( 기획조정관/운영지원과 등은 정부조직 공통부서)
v 소방청 직제는 정부조직개편 취지, 육상재난총괄기관의 위상, 소관법령집행에 적합하지 않는
기능적 미분화 직제(개청 당시 소방은 5개국 직제승인 요청/소방사무 재 분류 필요)
v 기획재정부(재정권)와 행정안전부(조직권)는 소방의 영역을 대응단계에 국한 조직으로 인식

1. 서

론

Ⅱ. 재난의

2) 연구목적/연구방법/연구범위

유형분류
v 연구목적

Ø 현재의 소방청 직제는 소관법령 집행과 전국단위 통일된 정책수행 한계, 비 구조화된 활동
체계로 경계성이 모호하고 기능적분화도 낮은 직제임
Ø 따라서 육상재난대응 총괄기관으로써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의한 재난대응에 적합한 기능을
중심으로 소방청 직제개편 대안제시

v 연구방법
Ø 소방청 설치목적, 소방법령, 소방청 정체성 직제반영 인과관계 분석
Ø 해양에서의 재난대응총괄기관인 해양경찰청 직제와 비교분석
Ø 정부조직개편백서, 통계연보, 선행연구논문, 기관홈페이지 등 탐색적 정량분석

v 연구범위
Ø 소방청 직제개편에 한정
Ø 소방청 직속기관과 지방소방조직은 연구범위에서 제외

2. 이론적 논의

Ⅱ. 재난의

1)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

유형분류
v 어떻게 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
v 정부조직구조에 의식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
v 행정과 정부의 효율성 제고, 정책추진의 효과성, 정책우선순위 조정, 전략적 편의성을 목적
v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부처 참모지위로써 비 현실적 복층의 보고체계유지
v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와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v 정책적 오류를 수정(조직화 기능 약화),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 설치

2) 조직 설계 방향성과 유형
v 조직특성은 목표지향성, 구조화된 활동체계, 조직계속성, 식별가능 한 경계, 환경과 상호작용
v 조직설계는 개방성, 대표성, 책임성,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등 강화를 원칙으로 함
v 조직설계 시 비전과 목표방향성 제시, 혁신조직, 중점화 조직 중심
v 성공적 조직화는 업무흐름 명확화, 업무활동 계획과 통제용이, 과업갈등해소, 성과증대
v 유형은 단순구조(비정교화 조직), 기계적 관료구조(책임성.명확성.신속성, 세분화), 전문적
관료 구조(분권화와 표준화 융합구조, 효율적 책임성 과업수행)

2. 이론적 논의

Ⅱ. 재난의

3) 소방조직의 정체성
v 소방청은 정부조직법 제34조에 의거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유형분류
외청으로 설치(중앙행정기관)
v 소방청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v 소방청장은 국회구성원은 아니지만 국회 등에 출석 발언권
v 소방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부령 제청권
v 소방청은 명실상부한 육상재난대응 총괄기관 위상
v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위
v 소관법령은 총 53개(법률 15개, 대통령령 20개, 부령 18개)법령 집행(해양경찰청 37개보다
많음)
v 소방은 화재 예방.경계.진압,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사회안녕질서유지.공공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대표적 공공재(소방기본법 제1조)
v 소방은 재해예방,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헌법 제34조) 헌법 수호 기관
v 소방은 재난관리 4단계의 전 영역에서 핵심적 역할 담당
v 재난안전 119신고체제 전국망 구축(신고체제 일원화)
v 소방은 행정체계상 지역 동(면)단위 까지 긴급대응조직체계 구축 유일조직

3. 소방청 직제현황 분석

Ⅱ. 재난의

1) 정부조직 개편 당시 하부조직 설계기준
v 공통지원부서는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조정실(기획조정관) 통합수행
유형분류
v 업무성격상 독립성이 필요한 인사,감사,홍보,운영지원부서 장차관 직속으로 유지
v 신설부처는 조직규모를 유관기관 평균수준으로 설계, 위상변화에 따른 기구설치는 최소화
v 부처별 하부조직은 기능 재편분야에 초점, 부처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 적용
v 과는 정원 10명 이상 경우에 설치
v 국은 4개과 이상일 경우 설치 가능
v 실은 3개관 이내 12과 이하로 설치
v 신설부처 경우 정부조직 개편의 특수성 감안 기능수행 위해 필요한 경우 국 설치 탄력적
적용

2) 소방청 개편 전 직제와 개편 후 직제비교
v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직제 1국(소방국) 3과
v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소방직제 2국(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7과
v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직제 2국(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 8과
v 현 소방청 직제 1관(기획조정관)2국(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14과 -외청중 최소직제
v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청 설치( 3국.관 16개과 증설)

3. 소방청 직제현황 분석
2) 소방청 개편 전 직제와 개편 후 직제비교

Ⅱ. 재난의
유형분류

소방방재청

3. 소방청 직제현황 분석
2) 소방청 개편 전 직제와 개편 후 직제비교

Ⅱ. 재난의
유형분류

3. 소방청 직제현황 분석
3) 해양경찰청 직제 분석

3) 해양경찰청 하부직제

v 세월호사고 이전 해양경찰청은 4국 22과
v 해양경비안전본부 개편 후 3국(해양경비안전국, 해양장비기술국, 해양오염방제국)14과

v 2017년 해양경찰청 개편 시 5국(경비국, 구조안전국, 수사정보국,
해양오염방제국,장비기술국)
2관 24과 직제

3. 소방청 직제현황 분석
4) 소관법령에 의한 직제 연관성(소관법령)

Ⅱ. 재난의
유형분류

3. 소방청 직제현황 분석
4) 소관법령에 의한 직제 연관성(소관법령)

Ⅱ. 재난의

유형분류
v 소방청은 소관법령 53개(법률 15개, 대통령과 부령 38개)로 해양경찰청 37개(법률 6개,
대통령
과 부령 31개)보다 많음
v 해양경찰청은 6개 법률 중 5개 법률이 국 단위 직제로 편제

v 해양경찰청은 국 단위 직제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은 과 단위 직제편제 보완(구조화)
v 해양경찰청 직제는 구조화된 활동체계 반영, 식별 가능한 경계성 담보
v 해양경찰청 직제는 소관법률 제정목적과 부합
v 해양경찰청 국 단위 직제는 조직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고 조직화된 직제

v 소방청은 1개의 법률만 국 단위 직제 편제, 1개국은 상이한 3개 법률기반(비 체계적 직제)
v 소방청 직제는 15개의 법률 중 5개 법률만 국 단위 직제에 반영
v 소방청은 소관법률 중 국 단위 직제로 편제되지 않은 9개 법률 중 3개과 직제편제
v 소방청 직제는 소관법률 중 6개 법률은 하부 단위직제인 과 단위 직제 미 편제

v 소방청 직제는 존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체계적 직제
v 소방청 직제는 직제의 명확성과 식별 가능경계도 불분명한 직제
v 소방청 직제는 해양경찰청 직제와 대조적임

3. 소방청 직제현황 분석
5) 주요 소방행정 환경변화

Ⅱ. 재난의

유형분류
u 화재.구조.구급 수요 증가
v 화재는 최근 3년간 발생현황을 분석하면 2017년(44,178건), 2018년(42,338건),
2019년(40,103건)
으로 매년 40,000건 이상 지속적 발생

v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7년 2,197명(사망 345명, 부상 1,852명), 2018년
2,594명
(사망 369명, 부상 2,225명), 2019년 2,515명(사망 285명, 부상 2230명)

2019년화재(건)/인명피해(명
)

3. 소방청 직제현황 분석
5) 주요 소방행정 환경변화

Ⅱ. 재난의
유형분류

u 화재.구조.구급 수요 증가
v 최근 3년간 구조활동을 분석하면 구조는 2017년(805,194건 출동/구조115,595명), 2018년
(837,628건 출동/구조104,335명), 2019년(893,606건 출동/구조99,922명)
v 최근 3간 구급활동을 분석하면 2017년(2,788,101건 출동/이송1,817,526명),
2018년(2,924,889건
출동/이송1,879,725명), 2019년(2,929,994건 출동/이송1,860,071명)
v 최근 3년간 소방항공기 운항을 분석하면 2017년(5,659시간/활동5,673회/조치2,456명),
2018년
(5,926시간/활동5,896회/조치2,223명), 2019년(6,260시간/활동5,990회/조치2,113명)
v 최근 3년간 119생활안전활동을 분석하면 2017년(423,055건 처리), 2018년(396,343건 처리),
2019년(430,534건 처리)

3. 소방청 직제현황 분석
5) 주요 소방행정 환경변화

Ⅱ. 재난의
유형분류

2019년 구조활동

소방헬기 운항

2019년 구급활동

119생활안전
활동

3. 소방청 직제현황 분석
5) 주요 소방행정 환경변화

Ⅱ. 재난의

유형분류
u 특정소방대상물 증가
v 최근 3년간 특정소방대상물은 2017년(2,124,831개소), 2018년(2,166,521개소),
2019년(2,188,271
개소)로 증가추세

v 대통령령에 의한 다중이용업소는 2019년 기준 2,188,271개소
v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대상 7,546개소, 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08개소
v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4,692개소, 특정소방대상물 중점관리대상 7,097개소
v 소방특별조사대상 1,579,584개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363,546개소

2019년 소방대상물

3. 소방청 직제현황 분석
5) 주요 소방행정 환경변화

Ⅱ. 재난의
유형분류

2019년 대통령령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019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2019년 특별조사 운영

3. 소방청 직제현황 분석
5) 주요 소방행정 환경변화

Ⅱ. 재난의

유형분류
u 소방산업의 급 성장
v 2014년 소방산업통계조사 이래 2014년(7,893사), 2015년(8,004사),
2016년(8,136사),
2017년(8,384사), 2019년(8,941사)로 소방산업사 매년 증가
v 소방산업종사자는 2014년(143,847명), 2015년(146,696명), 2016년(149,048명),

2017년
(157,266명), 2018년(161,318명), 2019년(164,285명)으로 매년 증가
v 매출규모는 2014년(121,143억원), 2015년(127,976억원), 2016년(132,360억원),
2018년
(155,614억원), 2019년(165,870억원)으로 매년 증가

소방산업체 현황

3. 소방청 직제현황 분석
5) 주요 소방행정 환경변화

Ⅱ. 재난의
유형분류

소방산업종사자 현황(명)

소방산업 매출액 현황(억원)

3. 소방청 직제현황 분석
5) 주요 소방행정 환경변화

Ⅱ. 재난의

유형분류
u 소방활동 저해요인 증가
v 현장 소방활동 중 119수혜자 또는 주변인에 의한 소방공무원 폭행과 욕설피해 등 계속 증가
v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구급대원 1,570명 구급활동 공무수행 중 폭행피해
v 통계처리기간 10년 동안 피해는 급증추세
v 재난환경 여건변화와 소방수요 급증에 따른 현장활동 중 순직.공사자 발생빈도 급격한 증가
v 지난 10년간 4,596명(순직 54명, 공상 4,542명) 순직 및 공상자 발생
v 2010년 대비 2019년 202%의 순직 및 공상자 증가

3. 소방청 직제현황 분석
5) 주요 소방행정 환경변화

Ⅱ. 재난의
유형분류

소방공무원 순직(공상)현황

구급대원 폭해 피해(명)

4. 결론 및 정책제언
1) 소방청 직제 분석 결과

Ⅱ. 재난의
유형분류

u 목표지향성, 구조화된 활동 체계성, 식별 가능한 경계성, 대표성, 책임성, 전문성, 재난현장
연계성등 조직과 직제에 필수적 요소 반영되지 않음

u 정부조직개편 배경과 목적, 육상재난대응 총괄기관 역할, 소방행정 수요 증가, 53개 소관법령
집행 등 효율성과 대표성을 상실한 비구조화조직 직제임

u 총론적으로 소방법률체계에 근거한 기능적 직제편제가 무시된 조직체계임
u 소방방재청 – 중앙소방본부 – 소방청으로 개편 시 기존직제가 수평 이동한 것에 불과함
u 따라서 기능적으로 분화된 소방청의 국 단위 직제편제가 요구됨
u 국 단위직제로 편제가 어려운 경우 하부 과 단위 직제편제가 필요함

4. 결론 및 정책제언

Ⅱ. 재난의

2) 소방청 직제 개편 기준과 방향성 설정

유형분류

u 조직개편 목적과 소관법률의 제정취지를 직제에 반영
u 개별법률을 국 단위 직제 반영 곤란한 경우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법률과 융합한 직제편제
u 조직의 정체성 반영, 명확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는 구조화된 직제로 편제
u 외부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혁신조직 직제 설계
u 조직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중점화 조직으로 직제 설계
u 업무흐름명확성, 직무중복 방지, 과업갈등 해소, 직무성과 증대 할 수 있는 직제 설계
u 국 단위 직제편제가 어려운 경우 과 단위 직제로 편제하여 기능과 법률집행 보완
u 소방수요 증가와 소방활동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직제 편제

4. 결론 및 정책제언
3) 소방청 직제 개편(안)
u 현재의 1관 2국 14과 체계를 1관(기획조정관) 6국 1단 28과의 직제편제로 개편
u 현재 정부공통 운영직제인 운영지원과, 대변인 등 직제는 현행대로 존치
- 기획조정관은 기획재정담당관, 혁행정감사당관관, 대외협력담당관 직제편제

u 소방정책국은 소방복지과, 소방정책개발과, 소방제도과, 소방통계조사과 직제편제
u 119구조구급급국은 119구조과, 119구조과, 119생활안전과, 통제단운영과
u 항공장비관리국(신설)은 장비기획과, 장비관리과, 정보통신과, 항공안전과 직제편제
u 화재대응국(신설)은 화재대응과, 화재조사과, 화재분석과, 전술훈련과 직제편제

u 예방안전국(신설)은 화재예방과, 위험물안전과, 예방조사과, 민원봉사과 직제편제
u 소방산업진흥국(신설)은 소방산업정책과, 소방산업지도과, 소방산업진흥과, 연구개발과
직제편제
u 119특별사법경찰단(신설)은 법률지원과, 수사과, 수사원과 직제편제

u 정책적 제언
- 행정안전부(직제권)와 기획재정부(재정권) 의 협소한 정책관점 지속적 설득
- 소방사무(지방사무) 재 분류 추진(국회,정부)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