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서  론
 

화학 산업은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분야 중 하나이며, 매년 400여 종의 새로운 

신규화학물질이 제조되고 수입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1).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 및 통계조사 자료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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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학사고 및 화학테러 현장에 일선으로 투입되는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국내 화학테러 대응과 관련하여 설문 응답

자들의 특성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화학테러에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화학테러 관련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교육의 정보 전달성’ 3.01점, ‘훈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 2.65점, 

‘훈련(이론) 실효성’ 3.11점, ‘훈련(실습) 실효성’ 3.16점으로 나타났다. 훈련 시설 만족도에 관한 부정응답이 42.9%로 

국내 훈련 시설이 현 대응방안 수립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훈련 커리큘럼 보다는 훈련 

시설의 미흡 또는 부재로 판단되었고, 훈련장의 확보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라 현장 대

원의 안전성 확보와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제언으로서 다양한 특수재난 분야의 훈련장 확보가 필요하며, 팀 단위 

전술 및 부처간 합동 전술을 위한 훈련법, 사고현장 지휘관 대상 위험평가교육, 그리고 적정 장비 활용법 교육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ing factors among survey respondents in response to domestic 

chemical terrorism by targeting firefighters sent to the front line of chemical accidents and chemical terrorism sites. It was 

carried out to present more efficient improvement measures for chemical terrorism. Regarding “Education and Training on 

Chemical Terrorism,” there were 3.01 points for “Education’s Information Transferability,” 2.65 points for “Satisfaction with 

Training Facilities,” 3.11 points for “Training (Theoretical) Effectiveness,” and 3.16 points for “Training (Practice) 

Effectiveness.” In total, 42.9% of the negative responses were regarding the satisfaction level of training facilities, 

demonstrating that domestic training facilities were the biggest problem in establishing current countermeasures. Rather than 

the training curriculum, it was judged that the training facilities were insufficient or absent, and it is necessary to secure 

and improve these faciliti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raining methods for team-level tactics and joint tactics between 

departments, hazard and risk assessment training for accident site commanders, and education on effective equipment 

utilization should be intensively conducted to secure safety and improve the response capabilities of field staff.

Keywords : Chemical terrorism, Situation management, Special accident rescue, Chemical accident rescue, Hazard and risk 

assessment

[Research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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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화학물질 취급량은 2014년 163,618,000 t에서 2017년 

196,288,000 t으로 약 20%가량 증가하였다(2). 화학물질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수많은 인명피해 등이 발생되게 된다.

최근까지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3), 군산 화학 공

장 사고(4) 등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

로 발생되고 있으며 화학물질에 불안감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화학물질의 경우 광범위한 피해, 확

산 및 살상력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어 화학테러로 악

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다. 비록 여러 관련 규정과 

법ㆍ제도 아래에서 관리되고는 있으나 다양한 사각지대로

부터 개인이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오늘날에서 일본의 

도쿄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린가스(5)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에서의 화학테러 사고는 현재의 우리에게 경각심과 주의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보통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경우 화학테

러와 화학사고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두 사항의 

공통점의 경우 이롭게 사용되지 못할 시 살상, 지역사용 제

한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의도 및 

목적에서의 차이가 존재(6)하고 두 가지 사건 존재에 대한 

양상은 유사하기에 실제 국내의 경우 화학테러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화학사고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화학

테러 훈련 및 매뉴얼 등을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다(7).

실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홍콩에서의 선전만 검문소, 

로우 전철역, 충사완 메디컬센터, 라이치콕 공공도서관 등

지에서 급조폭발물 사건으로 인해 폭탄 제조용 화학물질이 

압수된 사례들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8). 아울러 영국에서 

노비촉(Novichok)에 의한 테러(9), 조금 더 이르게는 VX에 

의한 김정남 살해 사건(10)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틈타 발

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한 가능성은 지속적인 관찰과 대비

에 의해 피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

다 할 수 있다. 

화학테러는 일반적으로 폭발에 의한 물리적 가해 그리

고 독성 물질의 확산에 의한 광범위한 공격을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사건의 결과로 공포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소

프트타깃 테러의 형태가 지금의 기조로 자리잡고 있다. 

911테러 이후 대부분의 테러리즘 전문가들은 후속 테러는 

생화학테러가 될 것이라 우려한 바 있다(11). 이러한 현장에

서 인명구조를 주요 임무로 두고 활동하는 현장대원, 즉 소

방대원들은 잦은 화학누출 사고 등을 경험하며 산업체 및 

실외 조건의 화학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적응력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은 실내에서의 화학테

러에 의한 유독물질의 확산에 대한 대비는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실제 훈련 시설이나 현장 운

용방법에 대한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 대응 교육 및 훈련 시설을 국가적 차원에서 구축하여

야 하며, 대응방법수립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및 현장실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시점

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테러 현장 대응요원의 화학테러에 

대한 인식, 화학테러 관련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전반적인 

화학테러 대응역량에 관하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화학테러 및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적인 현황파악을 통하여 현재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파악하

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화학테러에 집중된 대응방법 수립

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조사개요

2.1 연구대상자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화학테러 대응 인식, 교육 및 훈련, 개인ㆍ기

관의 대응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자는 중앙119구조본부 산하 119화학구조센터(구미, 서산, 

시흥, 여수, 울산, 익산), 119특수구조대(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ㆍ강원)에서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의 경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다채널조사인 면접

조사 및 Fax, E-mail 조사가 병행되어 표본조사(Sample 

survey)를 진행하여 실무자 210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

다. Table 1은 설문에 참여한 특수구조대 및 화학구조센터 

실무자에 대한 응답자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연령, 직급(12), 

근속연수, 직무, 화학테러 오인출동 경험, 유해가스 관련 

출동경험으로 구분된다. 자료수집은 2018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들에게 조사의 

목적, 절차, 설문지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

여 동의 후 설문을 작성하였다.

2.2 조사범위 및 분석방법

설문에서는 화학테러 및 화학사고, 그 중에서 특히 유해

가스와 관련된 현장 대응 매뉴얼, 사건 인식 및 행동특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사전 유관기관 및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조사 문항지를 선정하였고 화학테러 인식, 교육ㆍ

훈련, 대응 역량 등으로 구분하였다. 주요 척도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인 5점 척도법(5 Point interval scale)을 사

용하였다. Table 2는 3단계의 조사범위를 나타내며, Table 3

은 5점 척도 평균에 따른 수준을 나타낸다. 수집된 자료는 

조사범위를 바탕으로 구분하여 각 문항에 대한 척도, 확인란, 

순위ㆍ서술형, 응답자 특성에 따라 경향 및 인지도에 따른 현

황파악에 집중적인 초점을 맞추었고 국내ㆍ외 교육 및 훈련

에 대한 참가경험ㆍ벤치마킹 사례(EU ENOTICE 연례 대테러 

합동훈련(2019.5), 체코 JCBRN COE, Provins(2019.2) 소방

서, 영국소방학교, 프랑스소방학교, 로마대학, 로마시 소방

국, 독일 Frankfurt 훈련장 등)들을 바탕으로 차이 및 개선

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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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는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

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

을 설명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알려진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 보장되고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하였다. 

3. 조사결과

3.1 국내 화학테러 대응 관련 인식조사

Q1) ‘테러 안전지역에 대한 의견’의 경우 리커트 척도에 

따른 종합 평균 3.09점으로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보통’ 

수준에 있으며 ‘긍정 평가’ 33.3%, ‘부정 평가’ 27.6%로 나

타났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테러 안전지대라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크지만, 테러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Q2) ‘테러 대응방안의 수립 및 활동의 적절성’은 2.30점

으로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부정’ 및 ‘다소 부정’의 수

준에 있다. 특히, 연령별 ‘30대’ 2.20점, 직급별 ‘소방장’ 

2.20점, 근속연수 ‘5~10년 미만’ 2.16점, 화학테러 오인 출

동경험 ‘5~9회’ 2.00점, 유해가스 출동경험 ‘15회 이상’ 2.12

점, 직무별 ‘특수구조’ 2.20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다. 

Q3) ‘유해가스 화학테러 발생 시 국내 대응수준’은 2.86

점으로 ‘보통’ 수준에 있다. 응답자 특성에서 연령별 ‘20대 

이하’에서 2.57점으로 ‘대체로 미흡’ 수준으로 나타나며, 연

령이 증가할수록, 직급이 올라갈수록 ‘20대 이하’ 2.57점에

서 ‘50대 이상’ 3.00점으로, ‘소방사’ 2.78점에서 ‘소방경 이

Item Respondents (%) Item Respondents (%)

Age

20`s 7 (3.3)

Duty

Situation management 8 (3.8)

30`s 100 (47.6) Special accident rescue 106 (50.4)

40`s 72 (34.3) Chemical accident rescue 94 (44.8)

More than 50`s 29 (13.8) Don't know / No answer 2 (1.0)

Don't know / No answer 2 (1.0)

Chemical 

terrorist 

mistaken 

dispatch 

0 times 56 (26.7)

Position

Firefighter 23 (11.0) 1∼4 times 90 (42.8)

Senior firefighter 61 (29.0) 5∼9 times 26 (12.4)

Fire sergeant 55 (26.2) 10∼14 times 8 (3.8)

Fire lieutenant 42 (20.0) More than 15 times 25 (11.9)

Above fire captain 24 (11.4) Don't know / No answer 5 (2.4)

Etc. 3 (1.4)

Harmful 

gas 

accident 

dispatch 

0 times 30 (14.3)

Don't know / No answer 2 (1.0) 1∼4 times 67 (31.9)

Length of 

service

Less than 5 years 42 (20.0) 5∼9 times 31 (14.8)

Less than 5~10 years 69 (32.9) 10∼14 times 13 (6.2)

Less than 10~15 years 32 (15.2) More than 15 times 65 (30.9)

Less than 15~20 years 24 (11.4) Don't know / No answer 4 (1.9)

More than 20 years 41 (19.5)
-

Don't know / No answer 2 (1.0)

Table 1. Respondent Characteristics (Total Number of Respondents = 210 Persons)

Scope

1 Perception related to response to domestic chemical terrorism

2 Education and training on chemical terrorism

3 Individuals and agencies' ability to respond to chemical terrorism

Table 2. Scope of Investigation

Score 1~1.57 1.58~2.14 2.15~2.71 2.72~3.29 3.3~3.86 3.87~4.43 4.44~5

Level Very negative Negative A little negative Ordinary A little positive Positive Very positive

Table 3. Level According to the 5 Point Interv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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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3.21점으로 평균점수가 올라가는 특성이 나타났다. 특

히 직무별 ‘상황관리’ 3.25점, ‘특수구조’ 2.80점, ‘화학구조’ 

2.93점으로 나타났으며 ‘상황관리’의 경우 ‘긍정 평가’ 

37.5%로 ‘부정 평가’ 25.0%로 ‘대응수준’의 ‘긍정 평가’ 

17.1%, ‘부정평가’ 29.5%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응방안’의 

경우 ‘대응수준’과 0.56점의 차이를 보이며 일부 미흡한 것

으로 나타났다.

Q4) ‘매뉴얼상 유해가스를 이용한 화학테러 관련 내용 

보완 정도’에 관한 문항의 경우 1점에 가까울수록 축소, 5

점에 가까울수록 확대로 나타내어 종합 평균 3.74점으로 

‘다소 확대 필요’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에서 ‘축소’ 

응답은 10.5%, ‘확대’ 응답은 54.8%로 모든 응답자 특성에

서 확대의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매뉴얼 상의 문제점이 국내 대응방안에서의 미흡함을 

보였다.

Q5) ‘기존의 화학테러(사고) 매뉴얼에 개선되었으면 하

는 점(서술형)’의 경우 ‘현실성을 고려한 대응방안’, ‘국문 

매뉴얼의 확대’, ‘사고 유형에 따른 다양한 매뉴얼’ 등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대응방안에 관해서 특히 화

학테러 현장에 직접적이고 영향을 받는 응답자 특성 부분

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 큰 것으로 보아 현장에 직접적으

로 투입되는 직무의 경우 대응방안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Table 4는 응답자 특성에 따른 문항별 리커

트 척도 평균을 나타내는 표이고 Figure 1은 리커트 척도에 

따른 문항 중 각 응답자 특성에 따른 사례 비율을 그래프

로 나타낸 것이다.

3.2 화학테러 관련 교육 및 훈련

Q6) ‘유해가스를 이용한 화학테러 대비 교육 빈도’는 ‘연 

1~2회’가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연 3~4

회’ 23.3%, ‘연 5~6회’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Q7) ‘화학테러 대비 교육의 정보 전달성’은 3.01점으로 

‘보통’ 수준에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경험

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졌으며, 직무별 ‘상황관리’ 3.71점

으로 ‘긍정 평가’를 보이고 있지만, 직무별 ‘특수구조’ 2.88

점으로 ‘부정 평가’ 27.3%, ‘긍정 평가’ 16.4%로 ‘부정 평

가’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Q8) ‘화학테러 관련 훈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2.65점

으로 ‘다소 미흡’ 수준을 보이며, 종합평가에서 ‘부정 평가’ 

42.9%로 ‘긍정 평가’ 17.1%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무별 응답자 특성에서 ‘상황관리’ 3.13점

을 제외한 ‘특수구조’ 2.66점, ‘화학구조’ 2.6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구조’에서 ‘부정’ 응답률 47.9%로 ‘보

통’ 응답률 28.7%, ‘긍정’ 응답률 23.4%에 비하여 높은 비

율이 나타났다.

Q9) ‘현장 대응 시 화학테러 훈련(이론) 실효성’은 3.11

점으로 ‘보통’ 수준에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경

험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상승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이

론에서 직무별 ‘상황관리’ 3.50점, ‘화학구조’ 3.27점으로 

‘긍정 평가’가 더 높게 나왔으며 ‘특수구조’의 경우 2.95점

으로 ‘부정 평가’ 23.6%, ‘긍정 평가’ 18.2%로 ‘부정 평가’

가 더 높게 나타났다.

Q10) ‘현장 대응 시 화학테러 훈련(실습) 실효성’은 3.16

Item Q1 Q2 Q3 Q4 Item Q1 Q2 Q3 Q4

Age

20`s 3.14 2.29 4.00 2.57

Duty

Situation management 3.25 2.63 4.00 3.25

30`s 3.04 2.20 3.61 2.79 Special accident rescue 3.22 2.20 3.80 2.80

40`s 3.15 2.32 3.82 2.92 Chemical accident rescue 2.93 2.40 3.63 2.93

More than 50`s 3.03 2.59 3.89 3.00 Don't know / No answer 3.50 2.50 5.00 3.00

Don't know / No answer 3.50 2.50 5.00 3.00

Chemical 

Terrorist 

Mistaken 

Dispatch 

0 times 3.29 2.36 3.75 2.79

Position

Firefighter 3.22 2.22 3.61 2.78 1∼4 times 3.09 2.34 3.60 2.83

Senior firefighter 3.05 2.33 3.63 2.79 5∼9 times 2.77 2.00 4.04 2.65

Fire sergeant 2.98 2.20 3.60 2.82 10∼14 times 2.88 2.50 3.63 3.25

Fire lieutenant 2.98 2.29 3.98 2.83 More than 15 times 2.96 2.28 3.80 3.12

Above fire captain 3.46 2.58 3.86 3.21 Don't know / No answer 3.40 2.20 4.50 3.25

Etc. 3.00 2.00 4.67 3.00

Harmful 

Gas 

Accident 

Dispatch 

0 times 3.17 2.37 3.63 2.97

Don't know / No answer 3.50 2.50 5.00 3.00 1∼4 times 3.28 2.39 3.67 2.82

Length of 

service

Less than 5 years 3.12 2.43 3.55 2.90 5∼9 times 2.97 2.42 3.77 2.90

Less than 5~10 years 3.00 2.16 3.66 2.74 10∼14 times 2.92 2.31 3.54 3.15

Less than 10~15 years 3.03 2.22 3.55 2.91 More than 15 times 2.92 2.12 3.86 2.74

Less than 15~20 years 3.04 2.38 4.13 2.75 Don't know / No answer 3.25 2.25 4.33 3.33

More than 20 years 3.24 2.41 3.95 3.02
-

Don't know / No answer 3.50 2.50 5.00 3.00

Table 4. Average Score of Perception Related to Response to Domestic Chemical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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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보통’ 수준에 있다. 실습의 경우 직무별 ‘특수구조’ 

3.07점으로 ‘긍정 평가’ 20.9%, ‘부정 평가’ 14.5%로 이론에

서 응답자 특성과는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교

육 및 훈련에 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나 ‘교

(a) Q1) Opinion on terrorist safe zones (b) Q2) Adequacy of the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counter 

terrorism measures

(c) Q3) Level of domestic response in the event of chemical 

terrorist attacks on harmful gases

(d) Q4) Complementation Level of chemical terrorism-related 

contents using harmful gases in the manual

Figure 1. Respondent characteristic of perception related to response to domestic chemical terrorism.

Item Q7 Q8 Q9 Q10 Item Q7 Q8 Q9 Q10

Age

20`s 2.86 2.57 2.86 2.86

Duty

Situation management 3.71 3.13 3.50 3.50

30`s 2.90 2.75 2.99 3.13 Special accident rescue 2.88 2.66 2.95 3.07

40`s 3.08 2.56 3.15 3.14 Chemical accident rescue 3.16 2.64 3.27 3.26

More than 50`s 3.24 2.59 3.48 3.45 Don't know / No answer 3.50 2.50 2.00 2.00

Don't know / No answer 3.50 2.50 2.00 2.00

Chemical 

terrorist 

mistaken 

dispatch 

0 times 2.88 2.59 2.98 3.07

Position

Firefighter 2.78 2.74 2.78 3.13 1∼4 times 2.94 2.59 3.12 3.16

Senior firefighter 2.97 2.69 3.07 3.11 5∼9 times 3.04 2.62 3.00 3.15

Fire sergeant 2.96 2.58 2.96 3.07 10∼14 times 3.13 3.13 3.25 3.25

Fire lieutenant 3.07 2.67 3.31 3.21 More than 15 times 3.52 2.92 3.36 3.36

Above fire captain 3.30 2.58 3.50 3.46 Don't know / No answer 3.00 2.60 3.25 3.25

Etc. 3.33 3.00 3.33 3.33

Harmful 

gas 

accident 

dispatch 

0 times 2.83 2.70 3.07 3.13

Don't know / No answer 3.50 2.50 2.00 2.00 1∼4 times 2.87 2.60 2.99 3.13

Length of 

service

Less than 5 years 2.86 2.64 2.90 3.12 5∼9 times 2.90 2.77 3.10 3.29

Less than 5~10 years 3.00 2.72 3.01 3.10 10∼14 times 3.15 2.92 3.23 3.38

Less than 10~15 years 3.10 2.59 3.09 3.13 More than 15 times 3.25 2.55 3.22 3.09

Less than 15~20 years 2.63 2.29 3.13 3.00 Don't know / No answer 3.50 3.00 3.33 3.33

More than 20 years 3.34 2.80 3.49 3.46
-

Don't know / No answer 3.50 2.50 2.00 2.00

Table 5. Average Score of Education and Training on Chemical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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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정보 전달성’의 경우 직무별 ‘특수구조’에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장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화학구조’ 및 ‘특수구조’ 부분에서 ‘훈련 시설에 대한 만족

도’가 상당수 떨어지지만, ‘훈련(실습) 실효성’에서 점수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장적용 문제보다는 원론적

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Q11)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한 필수 훈련 및 교육에 대

한 의견(서술형)’으로 ‘장비 및 보호복 사용법 훈련’, ‘테러

에 사용되는 물질 및 위험성 인지 교육’, ‘제독훈련’, ‘인명

구조 및 대피 훈련’, ‘개인보호장비 강화’ 등으로 나타났는

데, 이론적인 부분에서 ‘테러에 사용되는 물질 및 위험성’

에 관한 교육이 미비하기에 ‘특수구조’ 부분에서 ‘부정 평

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응답에서의 대

부분이 실습 훈련에 관련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는 Q8)의 

‘부정 평가’와 관련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

로 생각된다. Table 5는 응답자 특성에 따른 문항별 리커트 

척도 평균을 나타내는 표이고 Figure 2에는 리커트 척도에 

따른 문항 중 각 응답자 특성에 따른 사례 비율을 그래프

로 나타내었다.

화학테러에 사용되는 물질 및 위험성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Q12) ‘특정 화학물질의 인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85.7%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인지 여부와 관련된 Q13) ‘초기 정보가 없는 물질에 대

하여 대응하기 위한 사전 교육 이수 정도’에 대한 응답 결

과로는 ‘연 1~2회’가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연 1회 미만’(21.4%), ‘연 3~4회’(16.2%), ‘없음’(14.8%), ‘연 

5회 이상’(10.0%)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6은 초기 정보가 

없는 물질에 대한 직무별 응답자 특성을 나타낸 표이다. 

Q14) ‘특정 화학물질 관련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복수 

선택 가능)’에 대한 응답으로 ‘새로운 물질인 만큼 분석 및 

검출관련 행동 요령 새롭게 정리’가 41.9%로 가장 높게 나

(a) Q7) Chemical terrorism preparedness information 

communicability of education

(b) Q8) Satisfaction with training facilities related to chemical 

terrorism

(c) Q9) Effectiveness of Chemical terrorism training (Theory) in 

field response

(d) Q10) Effectiveness of chemical terrorism training (Practical 

skill) in field response

Figure 2. Respondent characteristic of education and training on chemical terrorism.

Duty None Less than 1 times a year 1~2 times a year 3~4 times a year More than 5 times a year

Situation management 0.0 62.5 12.5 25.0 0.0

Special accident rescue 17.3 20.0 41.8 13.6 7.3

Chemical accident rescue 12.8 19.1 34.0 18.1 16.0

Table 6.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b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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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이어서 ‘대응 매뉴얼이나 교육 자료에 새롭게 추가’

가 40.5%로 나타났다. 

Q15) ‘유해가스 테러 시 현장 대응이 부족한 이유(복수 

선택 가능)’로는 ‘테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반

응기작의 이해 부족’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어서 ‘대응훈련 부족’, ‘장치 및 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각각 21.4%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현 교

육 및 훈련에 관하여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Q16) ‘화학

테러 대응훈련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분야(복수 선

택 가능)’에 대한 응답으로는 ‘현장 상황파악’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요구조자 구조활동’ 22.9%, ‘대응 

장비 활용능력’ 22.4%로 나타났다.

Q17) ‘효과적이고 범용적인 훈련장 개설에 대한 의견’으로

는 ‘대형쇼핑몰’, ‘지하철’, ‘병원’, ‘공연장’, ‘극장’ 등의 의견

으로 보아 다양한 훈련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3.3 개인ㆍ기관의 화학테러 대응 역량

Q18) ‘현장출동 시 테러와 사고 구분 가능 여부(관련 절

차 및 해당 매뉴얼에 근거)’는 3.01점으로 보통 수준에 있

다. 응답자 특성에서 연령별 ‘20대 이하’ 2.71점, ‘50대 이

상’ 3.55점, 직급별 ‘소방사’ 2.65점 ‘소방경’ 이상 3.52점, 

근속연수별 ‘5년 미만’ 2.72점, ‘20년 이상’ 3.56점, 화학테

러 오인출동경험별 ‘전혀 없다’ 2.56점, ‘15회 이상’ 3.48점, 

유해가스관련출동경험별 ‘전혀 없다’ 2.53점, ‘15회 이상’ 

3.41점으로 경험에 따른 점수가 1점 가까이 차이가 났다.

(a) Q18) Whether terrorism and accidents can be distinguished 

during field

(b) Q19) Compliance level with safety management principles 

in the event of chemical accidents and terrorism

(c) Q20) In response to the initial response of chemical accident 

terrorism, information delivery systematic effectiveness

(d) Q21) Without initial information material response 

procedure understanding level

(e) Q22) Necessity to secure a major in chemical accidents and terrorism

Figure 3. Respondent characteristic of individuals and agencies' ability to respond to chemical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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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화학사고 및 테러 발생 시 안전관리 원칙준수 정도’

는 3.26점으로 ‘보통’ 수준에 있다. 종합평가에서 ‘긍정 평가’ 

40.0%로 ‘부정 평가’ 14.8%보다 크게 높았으며 특히 응답자 

특성 중 직무별 ‘화학구조’에서 ‘긍정 평가’ 47.9%로 ‘부정 

평가’ 13.8%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Q20) ‘화학사고ㆍ테러 초기 대응 시 정보 전달체계 효과

성’은 3.54점으로 ‘다소 긍정’ 수준에 있다. 종합평가에서 

‘긍정 평가’ 51.9%로 ‘부정 평가’ 9.0%보다 크게 높았으며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 평가’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 대응수준 및 교육의 정보 전달성’에서 직무별 

‘상황관리’의 점수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Q21) ‘초기 정보 없는 물질 대응 절차 이해도’는 3.19점

으로 보통 수준에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경험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졌으며, 직무별 ‘특수구조’ 2.97점, 

‘상황관리’ 3.63점, ‘화학구조’ 3.46점으로 차이가 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대응 시 화학테러 훈련(이론)’에

서 직무별 ‘특수구조’의 점수와 연관성이 높게 확인되었다.

Q22) ‘화학사고 및 테러 관련 전공자 확보 필요성’은 

3.18점으로 ‘현행유지’ 수준에 있다. 응답자 특성에서 연령

별 ‘50대 이상’ 3.59점, ‘20대 이하’ 3.14점, ‘30대’ 3.29점, 

근속연수별 ‘5년 미만’ 3.29점, ‘20년 이상’ 3.54점, 화학테

러오인출동경험별 ‘전혀 없다’ 3.20점, ‘1~4회’ 3.28점으로 

종합평가 ‘필요’ 46.7%, ‘유지’ 20%, ‘필요 없음’ 32.9%로 나

타났다. ‘부정 평가’의 경우 전체 응답자 특성에서 경험이 

상대적 중간에 위치한 응답자에게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

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속연수별 ‘15~20년’ 

미만 2.38점으로 ‘필요 없음’ 58.3%, ‘필요’ 25.0%로 종합평

가 응답 비율과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전문 인력 

특채의 한계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7은 

응답자 특성에 따른 문항별 리커트 척도 평균을 나타내는 

표이고 Figure 3은 리커트 척도에 따른 문항 중 각 응답자 

특성에 따른 사례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화학사고 및 화학테러 현장에 일선으로 투입

되는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화학테러의 대응 인식’, ‘화학

테러 관련 교육 및 훈련’, ‘개인ㆍ기관의 화학테러 대응 역

량’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응답자들의 국

내 화학테러 관련 영향요인 및 특성별 중요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국내 화학테러 대응’에 관하여 ‘테러 안전지역에 대한 

의견’ 3.09점, ‘대응방안의 적절성’ 2.30점, ‘국내 대응수준’ 

2.86점, ‘매뉴얼 보완 정도’ 3.74점으로 나타났다. ‘대응방안

의 수립 및 활동의 적절성’의 경우 ‘긍정 평가’ 14.3%, ‘부

정 평가’ 69.0%로 현 ‘화학테러 대응’에 관하여 가장 큰 문

제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대응방안의 수립 및 활동

의 적절성’의 경우 ‘높은 출동경험’ 및 직접적인 현장 대원

인 ‘특수구조’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내 대응수

준’ 또한 종합평가에서 보면 ‘긍정 평가’ 17.1%, ‘부정 평

가’ 29.5%이지만 직급 및 경험에 따라 점수가 높아지는 특

성이 있기에 상대적 경험이 적은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테러 관련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교육의 정보 전달

Item Q18 Q19 Q20 Q21 Q22 Item Q18 Q19 Q20 Q21 Q22

Age

20`s 2.71 3.14 3.29 3.14 3.14

Duty

Situation management 3.86 3.00 3.88 3.63 3.63

30`s 2.86 3.25 3.47 3.03 3.29 Special accident rescue 2.80 3.16 3.47 2.97 3.19

40`s 3.01 3.13 3.57 3.26 2.89 Chemical accident rescue 3.26 3.35 3.60 3.46 3.11

More than 50`s 3.55 3.62 3.69 3.59 3.59 Don't know / No answer 3.00 3.50 4.50 3.00 1.00

Don't know / No answer 3.00 3.50 4.50 3.00 1.00

Chemical 

terrorist 

mistaken 

dispatch 

0 times 2.56 3.30 3.61 2.82 3.36

Position

Firefighter 2.65 3.39 3.61 2.78 3.52 1∼4 times 3.02 3.33 3.56 3.20 3.28

Senior firefighter 2.85 3.28 3.41 3.03 3.31 5∼9 times 3.19 2.96 3.08 3.38 2.92

Fire sergeant 2.93 3.22 3.42 3.29 2.89 10∼14 times 4.00 3.38 3.63 3.50 2.75

Fire lieutenant 3.26 3.17 3.52 3.36 2.86 More than 15 times 3.48 3.20 3.56 3.76 2.92

Above fire captain 3.52 3.29 3.96 3.63 3.75 Don't know / No answer 2.8 3.00 4.60 2.80 2.50

Etc. 2.67 3.33 4.00 2.00 3.67

Harmful 

gas 

accident 

dispatch 

0 times 2.53 3.43 3.57 2.63 3.20

Don't know / No answer 3.00 3.50 4.50 3.00 1.00 1∼4 times 2.91 3.25 3.51 3.03 3.28

Length of 

service

Less than 5 years 2.72 3.26 3.52 2.88 3.29 5∼9 times 2.68 3.19 3.71 3.32 3.29

Less than 5~10 years 2.90 3.22 3.41 3.03 3.16 10∼14 times 3.38 3.31 3.54 3.54 2.85

Less than 10~15 years 3.00 3.41 3.66 3.53 3.28 More than 15 times 3.41 3.20 3.42 3.49 3.11

Less than 15~20 years 2.88 2.92 3.46 3.17 2.38 Don't know / No answer 3.00 3.25 4.50 3.00 2.33

More than 20 years 3.56 3.39 3.68 3.54 3.54
-

Don't know / No answer 3.00 3.50 4.50 3.00 1.00

Table 7. Average Score of Individuals and Agencies' Ability to Respond to Chemical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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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3.01점, ‘훈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 2.65점, ‘훈련(이론) 실

효성’ 3.11점, ‘훈련(실습) 실효성’ 3.16점으로 나타났다. ‘훈련 

시설 만족도’의 경우 ‘긍정 평가’ 17.1%, ‘부정 평가’ 29.5%로 

현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평가로 인하여 ‘대응방안의 수립 및 활동의 적절

성’에서 부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 된 것으로 생각된다. ‘훈련

(실습) 실효성’에서 ‘긍정 평가’ 20.9%, ‘부정 평가’ 14.5%로 

‘훈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아 훈련 커리큘럼보다는 훈련장 자체의 문제인 것으로 파

악되어 훈련장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울 알 수 있다.

‘효과적이고 범용적인 훈련장 개설에 대한 의견’으로 

‘대형쇼핑몰’, ‘지하철’, ‘공연장’ 등 현장과 유사한 훈련장 

개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현장적용이 가

능한 훈련장의 확보 및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확인되었

다. 현재 다양한 선진국가에서는 인구, 관할 면적, 건물, 집

도, 대상물, 대응시간,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지역 특성 요

인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국토안보 운용방안을 제시하고 있

으며, 그에 따른 세계적 규모의 훈련장을 설치하여 특수재

난 및 테러 관련 상황을 연출하여 실무 위주의 교육 훈련

을 실시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장소와 컨텐츠들이 지속적으

로 개발되고 있는 시점으로(13) 특히, 현재 특수재난 분야 

최고 수준의 훈련장을 갖춘 영국 소방학교의 경우 전 세계 

소방관 및 기관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국내 

훈련의 경우 각 소방서, 사무실, 지하철 등 실내 훈련의 경

우 전문 훈련장이 아닌 장소에서 훈련을 진행하거나 실제 

현장 교육과 훈련할 설비가 부족하여 간단한 실내 체험훈

련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14-19). 구축된 대부분

의 훈련장 또한, 야외훈련장 위주(18,20,21)의 한계점을 지녀 

국외 훈련장(영국⋅독일⋅프랑스)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국내실

정에 적합한 현장대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훈련 시

설이 특화되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ㆍ기관의 화학테러 대응 역량’에 관하여 ‘테러와 

사고 구분 가능 여부’ 3.01점, ‘안전관리 원칙 준수 정도’ 

3.26점, ‘초기 대응 시 정보 전달체계 효과성’ 3.54점, ‘초기 

정보 없는 물질 대응 절차 이해도’ 3.19점, ‘전공자 확보 필

요성’ 3.18점으로 나타났다. ‘테러와 사고의 구분’의 경우 

전체 평균으로 보면 보통이지만 응답자 특성을 보았을 때 

경험에 따른 점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고 초기 대처 시 테러와 사고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량의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비롯하여 대

부분의 조사에서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다.

‘초기 대응 시 정보 전달체계 효과성’의 점수는 ‘개인ㆍ

기관의 화학테러 대응 역량’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긍

정 평가’ 51.9%로 ‘부정 평가’ 9.0%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

였다. 이는 ‘국내 대응수준 및 교육의 정보 전달성’에서 직

무별 ‘상황관리’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국내와 

국외의 대응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대응수준’의 경우 경험에 따라 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현재 국내대응체계는 ‘타 부처 협력’ 및 ‘지휘관 

중앙집중형 대응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외대응체계

의 경우 ‘소방지휘의 독립성 보장’ 및 ‘현장대응팀 간 수평

적 상호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하드

웨어적인 보완과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커리큘럼, 시나리오 

등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22). 특히 국

내 훈련의 경우 구조적 복잡성과 밀폐성으로 인하여 활동 

제약과 함께 사고원점의 특정 등이 어려운 건축물 내부에

서의 훈련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의 역량과는 

별도로 상황에 맞춰 팀 단위의 전술과 기술적 향상을 위해

서는 사고현장 지휘관 대상 위험평가(Hazard and risk 

assessment)(23) 교육,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적시에 적정 장

비를 활용하는 교육까지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기존 연구(24-28)의 경우 단일 지역에 대한, 대응에 대한 범

위를 바탕으로 전문적 훈련, 매뉴얼 개선, 전달체계 및 유

관기관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장비 및 훈련 예산 확보 등 

공통된 항목들이 제시되며 각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

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테러 및 재난 사항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

하여 전문 인력양성 및 확보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경우 전체적인 현황파악에 초점을 맞춰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전국 각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기에 지역별 훈련 현황 및 사고 발생 현황 등 특성 차

이에 따른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문제점 및 개

선에 관련된 넓은 범위의 생각 및 의견들의 공통사항들을 

취합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재난, 사고 및 테러로 인

한 현장, 특히 유해가스를 이용한 화학테러 사건에 대응하

기 위하여 전반적인 상황파악과 지역별 현황에 적합한 체

계적인 직무 향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수립 및 

개선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후  기 

본 연구는 정부(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

자원부, 환경부, 소방청)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국민위

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식별ㆍ분석기술개발사업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7M3D9A107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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