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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나타난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업무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

으로 기능 시소러스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4월에 안전행정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재난 매뉴얼 현황을 입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검색 및 매뉴얼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전체 33개의 매뉴얼 중 31개의 매뉴얼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한 매뉴얼의 내용을 분

석하여 위기경보 발령절차 및 관련 수행 업무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추출한 수행업무를 대표어로 설정

하여 기능 시소러스를 시범 구축하였다. 업무명은 국가기록원 시소러스 지침에 따라 결정하였고 ISO 

25964와 국가기록원 기능 시소러스의 지시기호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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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disaster management work expressed in risk management standard 

manuals as a way to construct a functions thesaurus in the disaster management field. The first step in the 
construction of a functions thesaurus should be function analysis. To do that, this study collected thirty one 
risk management standard manuals through the Internet searches based on the manual list provid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collected manuals include information about the national crisis alert 
system and the functions/activities disaster management-related organizations have to take on by disaster 
type. From each manual, the organizations' functions and activities for disaster management were extracted. 
Since various terms/phrases were used to describe each function/activity, they were standardized according 
to the National Archive's Guideline for Thesaurus Construction. Using the codes in the guideline and ISO 
25964, a functions thesaurus was constructed.  

 Keywords :  Functions Thesaurus, Risk Management Standard Manuals, Disaster Management Work, 
Crisis Ale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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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크게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구분된다. 자연 재난은 태풍, 대설, 가뭄, 지진, 화산활동 등의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재해를 뜻하며, 사회 재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말하는데,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 확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7). 게다가 미세먼지, 사이버 해킹, 통신 마비 등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종류의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재난 업무가 재난의 원인, 발생지역, 규모 등에 따라 다수의 유관기관에서 개별

적으로 수행되어 오면서 재난안전정보도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생산, 저장, 관리되고 있다. 오랫

동안 축적된 재난안전정보들은 재난 관리의 전반에 걸쳐 경험적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

며, 이에 따라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재난유관기관에서 생산되는 재난안전정보에 대한 

통합관리 및 공유가 시급하다(박태연 외, 2017). 그동안 재난안전정보의 통합화를 위해 재난안전정보

의 분류체계를 개발하거나(박태연 외, 2017; 임지훈, 박태연, 김수정, 2017) 재난안전 분야 어휘자원의 

표준화를 제안한(정힘찬 외, 2017)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재난 관련 기록들을 통합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기

능 시소러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능 시소러스란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최소 

업무를 표현한 용어로 구성된 기능어 사전으로, 전거 레코드나 기록물 철 및 계열(Series)과 연계하여 

업무 기능별 검색에 활용된다(국가기록원 시소러스 지침, 2009). 앞서 지적한대로 국내 재난유관기관

에서 재난안전정보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어들도 기관마다 다르다(정힘찬 

외, 2017). 따라서 재난 관리 기능에 근거하여 시소러스를 구축한다면 재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어서 업무 담당 실무자나 일반 시민들이 기능어를 검색할 때 정확률과 재현율을 높여 줄 것이다. 또

한 재난유관기관의 조직개편이 빈번함을 고려할 때, 기능 시소러스는 기관명 변경 및 조직 와해 등 조

직변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기록을 산출한 재난 관리 기능으로 기록을 묶어 관리하고 검색하

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방법

먼저 기능 시소러스 구축을 위해 재난 관리 체계 및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위기

관리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매뉴얼에는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복구 단계’에 따른 업무와 상시 감시를 통해 재난 상황을 포착하여 대응하는 ‘위기경보 단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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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위기경보 단계’를 중심으

로 분석하였다.  

업무분석과정을 통해 935건의 업무명을 추출하였다. 이 중 모든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전

체기관 공통 업무’와 일부에서만 수행하는 업무는 ‘일부기관 공통 업무’로 분류하였으며, 각 재난 유

형에 따른 조직별 대응 조치는 ‘기관 고유 업무’로 분류하였다. 그 다음, 935건의 업무 중에서 공통 업

무와 중복되는 업무 및 업무 단위가 너무 작아 단위과제 수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제외하고, 기관이 

비슷하거나 재난 유형이 비슷하여 수행 업무가 똑같을 경우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하는 등의 과정을 거

쳐 314건의 고유 업무를 생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난 관리 업무 전문가 검토를 통해 업무 분석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았

으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86건의 고유 업무를 추출하였다. 이중 일부를 대상으로 기능 

시소러스 설계방안을 구축하여 기능 시소러스를 시범 구축하였으며 지시기호는 ISO 25964와 국가기록

원 기능 시소러스의 지시기호를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2.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업무 분석

2.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현황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수집을 위하여 현재 재난 및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

전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현황을 요청하였다.1) 답변 결과, 재난 유형에 따

른 매뉴얼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2018년 4월 기준, 재난 유형별로 총 33개의 매뉴얼이 존재하며 이 

중 7종은 자연 재난, 나머지 26종은 사회 재난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관기관이란 해당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주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기관을 뜻한다.

이 매뉴얼 목록을 바탕으로 주관기관의 홈페이지 방문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일차적으로 매뉴얼을 

수집하였으며, 이 방법을 통해 획득하지 못한 매뉴얼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정보공개청

구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풍수해와 지진 매뉴얼은 기관 내부 업무를 규정한 문서로써 외부 

유출이 어렵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받아 이 두 건은 제외한 나머지 31개의 매뉴얼을 연구 대상으로 삼

았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목적은 재난 위기로부터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범정부적 위기관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한 것이다. 각 매뉴얼은 70-100쪽 내외의 

분량이며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매뉴얼의 목적과 적용범위, 관련 법규 등과 같은 일반사항을 규

정한 후 해당 재난의 유형과 전개 양상, 위기경보 수준과 발령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1)　2018.04.10. 문의.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117



위기관리 체계와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난 관리 단계(예방·대비·대응·복

구)에 맞추어 세부 활동 내용과 중점 추진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표 1>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현황

분야 재난유형 주관기관

자연재난
(7)

풍수해* 2) 행정안전부
지진* 행정안전부

대형화산폭발 행정안전부
적조 해양수산부
가뭄 행정안전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조수 해양수산부

우주전파재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재난
(26)

산불 산림청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부

대규모수질오염 환경부
대규모해양오염 해양수산부

공동구재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댐붕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지하철대형사고 국토교통부
고속철도대형사고 국토교통부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소방청
인접국가방사능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부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고용노동부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교정시설 재난 및 사고 법무부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감염병 보건복지부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전산 금융위원회
원전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전력 산업통상자원부
원유수급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식용수 환경부/국토교통부

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GPS전파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유도선사고 해양경찰청

2)　*수집이 불가능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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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기경보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재난 관리 단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나누고 있다.1) 그리고 재난 

발생 시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경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위기경보란 재난 발생이 예상

될 경우 미리 유관기관 및 상위기관에 알려주어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만들어진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재난 발생 규모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 활동 중에서 대비 단계에서 수행하는 ‘관심’과 대응 단계에서 수행하는 ‘주

의’, ‘경계’, ‘심각’ 수준을 중심으로 기능을 분석하였다. 재난 상황 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위기경보시스템은 재난 발생 전 단계부터 발생 후 대응 조

치 및 후속 조치까지 재난 관리에 따른 모든 과정을 포괄하기 때문에 위기경보 절차 및 수행 업무를 분

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인 기능 시소러스의 구축을 위해서 위

기경보 각 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추출하여 기능어로 삼고 이들 사이의 상·하위 개념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위기경보 각 단계와 관련된 기록들을 검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는 용어 사전에 따르면, 관심 단계는 재난이 일어날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 수

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 내에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상태를 뜻한다. 주의 단계는 

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를 뜻한

다. 경계 단계는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한 수준으로써 국가위기로의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심각 단계는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위기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를 뜻한다. 

다음으로 위기경보 발령체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1>은 산불 재난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위기경보 

발령체계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절차가 모든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다. 즉, 대응 조치(업무)는 재

난 유형별로 다르지만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절차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기경보 발령체계를 살펴보면, 각 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갖추고 위기징후 감시활동을 전개

한다. 소관분야에 위기징후가 포착되거나 재난 발생이 예상될 경우, 이를 해당 부서에 보고 및 전파한

다. 그 다음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회의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위기평가 

시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의 여론, 정부의 대응능

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위기경보 발령 시 상위기관 및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한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 즉 심각 경보 발령 시에는 국민안전처2)와 사전 협의 하에 경보를 

발령한다.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업무는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위기상황에 대한 모니터

링 및 분석, 유관기관 협조 요청, 대국민홍보 등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존재한다. 대응활동을 통

해 재난이 해소될 시 위기경보를 해제하고 다시 감시활동체계로 돌아가며, 더 큰 재난으로 발전할 시 

회의를 통해 위기경보 단계를 올린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3항: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017).

2)　 2017년 7월 국민안전처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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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주관기관은 위기경보 발령체계에 따라 상시징후감시 → 징후 전파 및 보고 → 상황판단회

의 → 위기경보 발령 → 대응조치 → 복구활동 → 위기경보 해제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위기경보 발령체계

□ 댐 관련 정보수집, 전파
�댐 수문현황 및 피해현황 등 관련사항 모니터링 강화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국토교통부(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지역사고수습본부 및 사고수습지원본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국민안전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시군구)와 협조‧지원체계 구축

□ 주민대피 시행 확인
�댐 하류 경고방송 지속실시(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지자체)
�지역주민 대피시행 확인(국민안전처, 지자체)
�주민대피 관련 지자체 등에 정보 제공

□ 댐 응급복구대책 시행‧지원

□ 주민대피 등 대국민 언론 홍보 시행

□ 복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확충 및 동원체계 구축 지원

댐 관련 정보 수집
댐 관련 정보 전파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주민대피 시행 확인
댐 응급복구대책 시행‧지원

대국민언론 홍보 시행
인적‧물적 자원 확충
동원체계 구축 지원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댐 붕괴 심각 단계 대응조치

<그림 2> 댐 붕괴 매뉴얼 업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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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능 및 업무 추출
기능이란 기관이나 개인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뜻하는 단어로 하나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 활동(activity)이 있을 수 있다(기록학 용어사전 2008).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31개의 매뉴얼

에서 재난 발생 시 수행하는 업무를 추출하였다. 위기경보 단계인 관심, 주의, 경계, 심각별로 대응 업

무가 명시되어 있었다. 각 단계마다 고유한 업무가 있는가 하면, 정보 수집 및 전파, 주민 대피 등과 같

이 대다수의 매뉴얼에 공통적으로 수행된 업무가 존재하기도 하였다. <그림 2>는 댐 붕괴 매뉴얼의 심

각 단계에 따른 업무를 추출하는 과정을 예시로 표현하였다. 

업무명은 국가기록원 시소러스 지침에 따라 정제하였다. 기능이 2가지 이상인 업무명은 따로 분리

하였으며, 명사 및 명사구 형태로 만들기 위해 수식어를 최대한 배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뉴

얼 31종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935건의 업무가 추출되었으며, 업무단위가 너무 작거나 수행업무가 비

슷한 경우 이를 제외하거나 통합하는 방법을 거쳐 최종적으로 314건의 업무명이 추출되었다.

3. 기능 시소러스 구축 방안

기능 시소러스 구축을 위해 매뉴얼을 분석하여 추출한 기능어를 지시기호를 통해 관계를 규정하

였다. 지시기호 설정을 위해 ISO 25964와 국가기록원 기능 시소러스의 지시기호를 참고하였다. 먼저 

SN(Scope Note)은 기능어에 대한 정의 및 범위주기로, 매뉴얼에 나타난 업무 설명이나 관련 법령에 나

타난 용어 정의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명시하였다. 

DEF(Definition)는 ISO 25964에서 새롭게 나타난 지시기호로 고유명사에 대한 정의를 뜻한다. SN에

서 의미를 충분히 담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DEF를 사용하여 정확한 용어의 의미를 지시하기 위해 사

용되며, 보다 객관적인 기술을 위하여 사전적 의미를 차용하고 근거를 밝히도록 하였다(권준현. 2014). 

전문용어나 영어 약자로 표기된 경우에도 이 항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DEF

를 사용한 예시이다. 

<표 2> DEF 적용 예시

대표어 기호 설명

CARIS 구동 DEF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Chemical Accidents Response Information System)

NAVTEX를 통한
기상정보 제공 DEF Navigation Telex의 약자. 네비텍스 수신기 또는 해상 교통문자방송을 의미 

HN(History Note)는 용어의 변화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역할을 한다3)(박옥남, 2011). 일반 주제 시소

3)　A short note on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the concept, e.g. if it changed over time, if it replaced any other ter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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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의 경우, 과거 사용하던 용어가 현재 사용되는 용어와 다를 시 이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주는 역할

을 담당하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강(江)’을 표현하는 단어로 ‘가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

으나 지금은 쓰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가람’은 ‘강’에 대한 HN이 될 수 있다. 이를 기능 시소러스에 

적용할 경우, 기능에 대한 이력주기 관리를 위해 수행 기관명을 적용하였다. 국내 조직 특성상 기관명

이 바뀌거나 기관이 와해되어 기능이 분산되는 등 잦은 조직 및 기능 변동으로 인해 기록의 맥락을 확

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기능을 수행한 담당기관의 이력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 HN을 활용하

여 해당 기능을 담당해 온 기관들을 파악하였다. 단, 공통기능은 다수의 매뉴얼에 나타난 모든 기관이 

수행하는 공통 업무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고유 업무에 대해서만 HN을 설정하였다.    

SC(Subject Category)는 각 주제별 분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본 연구에서는 위기경보 단계로 설정하

였다. 위기 경보 단계는 수행 단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되며 모든 단계에서 수행

하는 업무는 ‘ALL’로 나타냄으로써 어떤 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인지 표시하였다.  

UF(Use For, Used For)는 동의어, 비우선어를 나타낼 때 쓰인다. 국가기록원 시소러스 구축 지침(1.1)

에는 ‘대표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어’, ‘정제되기 이전 기록관리용 분류표의 단위업무명 및 단위

과제명’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뉴얼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업무명을 대

표어를 선정하였으며 나머지는 비우선어로 지칭하였다. UF 적용의 예시는 <표 3>과 같다. 

<표 3> UF 적용 예시

대표어 기호 비우선어

상황판단회의 개최
UF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UF 위기관리평가회의 개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UF 위기경보 발령 시 대응조치

UF 현장수습활동

UF 발령 및 대응조치

UF 긴급 대응조치

FT(Functional Type)는 국가기록원 기능 시소러스에서 나타난 지시기호를 참고하였다. 기능유형이란 

기록관리기준표 및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명시된 기능유형으로 크게 ‘처리과 공통 업무’, ‘각 기관 공통 

업무’, ‘기관 고유 업무’, ‘유사 기관 공통 업무’ 로 분류된다. 이를 참고하여 재난 유형별 주관기관의 

고유한 업무를 ‘기관 고유 업무’, 모든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전체 기관 공통 업무’, 일부 기관에

서만 수행하는 업무를 ‘일부 기관 공통 업무’로 분류하였다. 

BT(Broader Term)는 대표어의 상위 업무를 지칭하는 기호이다. 본 연구에서 공통 기능은 위기경보 

발령체계에 따른 상위 기능을 연결하였으나 고유기능은 국민안전처 기록관리기준표에 나타난 소기능 

238건 가운데 47건을 참고하여 연결하였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기관으로 다양한 유형의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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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업무에 대한 단위과제가 가장 세분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상위기능인 소기능을 참고하여 추출한 

기능어와 연결하였다. <표 4>는 본 연구에서 추출한 고유 업무와 국민안전처 기록관리기준표의 소기

능을 연결한 것으로 재난 사후 관리를 비롯해 화학물질, 해양 안전, 국제협력 등 대부분의 재난 유형을 

포괄할 수 있었다. 

<표 4> BT 적용 예시 

국민안전처 소기능 고유 업무명

재난피해자 사후관리

BT 사상자 신원 파악 및 피해자 가족 연락

BT 치료 및 보상 문제 협의 지원

BT 피폭자 의료조치 및 관리

화학물질 안전관리·지도
BT 화학물질 물성·독성정보 제공 

BT 화학물질 취급정보 통합 관리

어로보호경비 BT 어로 활동 제한수역 확대 지정

국제협력 BT 인접국가 방사능 국제협력체계 유지 강화

NT(Narrower Term)는 대표어의 하위 업무를 지칭하는 기호이다. 기능어 추출 시 최하위 업무를 대

상으로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하위 업무는 없으나 <그림 3>과 같이 매뉴얼에서 업무명 아래 세부 업무

가 명시돼 있을 경우 이것을 하위 업무로 연결하였다. 

<그림 3> NT 적용 예시

□ 유관기관에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혈액공급체계, 수급현황에 대한 점검 및 관련조치에 대한 지원 지시
�의료기관 혈액원의 자체 채혈 적극 권장
�국방부(군장병), 교육부(학생)의 협조를 통한 집단헌혈 실시

혈액공급체계 수급현황 점검 및 지원 지시
NT 의료기관 혈액원 자체 채혈 권장
NT 군장병 및 학생 집단헌혈 실시

RT(Related Term)는 연관 업무를 나타내는 지시기호로 기능어와 관련 있는 기능어를 연결하는 요소

다.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기록원 

시소러스 지침(v1.1)을 참고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동등관계나 상하관계 설정은 되지 않으

나 기타 서로 관련된 관계로 행위 및 결과에 따른 기능어, 전체/부분/사례가 유사하거나 대칭관계에 있

는 기능’을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기능을 RT로 연결하였다. RT 적용의 예시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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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RT 적용 예시 

구분 대표어 기호 관계어

행위결과 폐사어류 제거 준비 RT 폐사어 원인조사 및 복구 지도

유사관계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RT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대칭관계 운송 거부자 불이익 방안 시행 RT 운송 참여자 인센티브 방안 시행

<표 6>은 추출한 재난 업무명을 대표어로 하여 기능 시소러스를 구축한 예시를 표현한 것이다.

<표 6> 기능 시소러스 구축 예시

4. 결론

재난은 산불이나 지진처럼 급작스럽게 벌어지는가 하면 대규모로 발생하기도 하여 인명 및 재산상

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재난·재해 상황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재난 유관기관들은 

항상 재난에 대비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관리 관련 업무를 표현하는 용어들을 표준화함으로써 향후에 재난 관련 기록에 

대한 검색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능에 기반한 기능 시소러스의 

구축은 조직구조 변천에 상관없이 재난 업무를 중심으로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능 시소러스 구축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매뉴얼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고, 추

출된 일부 업무만을 대상으로 기능 시소러스 구축의 예시를 들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보다 광범위한 업무에 대한 기능 시소러스를 실제로 구축하고, 재난 관리 전문가와 시소러스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검토를 받아 내용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SN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조직
SC	 경계
SC	 심각
UF	 중수본
FT	 일부기관 공통업무
BT	 사고대응조직 운영
RT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통제선 설치·운영

DEF	 제1출입 통제선: 소방기관 구조활동 통제선
DEF	 제2출입 통제선: 경찰관서 현장 통제선
HN	 국민안전처
HN	 소방청
SC	 주의
FT	 기관고유업무
BT	 재난현장 지휘 통제 및 출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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