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현장소개>>
JOURNAL OF KOSHAM

전국제일의 청정 자연환경과 함께 수많은 관광자원으

방위원회』
를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면

로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 미래의 땅으로 일컬어지

서 시작되었다. 소화 및 방화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고 있는 강원도는 16,874㎢ (국토의 17%)의 넓은 면적에

5인을 도지사가 임명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강원소방의 모

153만여명의 인구가 7시 11군에 거주하고 있다. 지리적

태가 되었다. 같은 해 12월 15일 춘천·강릉·삼척·주

으로 북쪽에는 북한과 경계를 하고 있으며, 남쪽은 경상북

문진·영월·북평 등 6개 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하여 지역

도와 충청북도, 서쪽은 경기도와 인접하고 있다. 도민과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비로소 강원소방업무가 개시 되었다.

우리도를 찾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강원도 소방

급속하게 발전되는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화재의 대

본부는 2,179명의 소방공무원과 8,930명의 의용소방대원

형화, 소방수요의 광역화 등 다양한 소방여건의 변화가 나

모두가 혼열일체 되어,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통하

타났다. 기초자치단체 만으로는 감당하기 곤란하게 되었

여 행복한 대한민국! 청정강원, 안전강원 실현을 위하여

고 시대적 여건에 맞는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1992년 1월

최선을 다하고 있다.

1일 소방행정체제가 지금과 같은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

도민의 사랑과 신뢰로 성장해 온 강원소방은 1946년 4

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월 10일(군정법령 제66호)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강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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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조직

4. 안전관리대상

○본

○ 특정소방대상물 : 38,965개소

부 : 2과, 9담당, 1종합상황실, 2항공대

○ 직속기관 : 1학교, 12소방서, 59안전센터, 14구조대,
58지역대
< 조직도>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종합상황실
소방항공대

119안전
센터 (59)

소방학교

119구조대
(14)

119지역대
(58)

판매
영업

숙박
시설

노유자 업무
시 설 시설

교육
연구

342

251

1,853

2,598 2,190 1,060 1,683

공장

기타
28,988

○ 위 험 물 : 7,091개소

소방본부장

소 방 서(12)

위락
시설

제
취급소
저장소
조
주유
판매
이송
일반
옥내
옥외
옥내
지하 간이 이동 옥외
소
6 1,013 8
6 401 103 1,060 1,330 1,147 1 1,934 82

○ 특별관리대상물 : 14,332개소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2. 소 방 력
○ 인 력 : 소방공무원 2,179명, 의용소방대원 8,930명,

대 상

개 소

비 고

다중이용업

6,803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대형화재취약대상

362

대형복합건물 등

화재경계지구

16

시장지역

고층건축물

60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위험물제조소등

7,091

軍用위험물 포함

5. 소방활동 (2011.9.30 기준)

의무소방 24명, 공익근무 81명
○ 장 비 : 541대

119신고접수

헬기2, 사다리20대, 펌프152대, 물탱크31대, 배연9
대, 화학10대, 조사14대, 구조14대, 구급100대, 기타
189대

계(건) 화재

산불 구조 구급

안내

ARS

기 타
무응답 기관통보

287,172 5,876 1,308 13,244 64,518 60,492 80,124 59,708

1,902

※ 전년대비 : 20.0%↑

○ 소방용수 : 4,621개소
업무처리실적

소화전 45,77, 급수탑 28, 저수조 16

3. 예

화재

산

발생건수

계
60

1,850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11
49

재산피해
(백만원)
7,412

※ 전년대비 : 건수 2.6%↑ / 인명피해 14.2%↓ / 재산피해 5.3%↑

○ 총예산 : 136,983백만원 (道 일반회계의 4.4%)
정책사업비
(순수 사업성경비)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사무실운영)

금액(백만원)

36,110

100,873

비 율 (%)

26.36

73.64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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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구 조 인 원 (명)
구조

계

화재

교통

수난

산악

4,065

77

1,148

295

892

※ 전년대비 7.9%↓

기 타
고 립 위험배제

152

1,501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구급

질병

계

이 송 인 원 (명)
사고 약물 중독 교통 사고

48,605 24,150 11,286

374

6,457

6-3 조직역량 제고
기 타
번죄의심 단순통증

244

6,094

※ 전년대비 3.8% ↓

○ 전국 유일
「3교대 근무지침」
제정·시행 ('11. 1. 1)
○ 현업근무자‘외상후스트레스(PTSD) 기초검진’실시
(1,851명)

○ 소방민원 : 12,165건(건축허가동의, 위험물설치허가 등)
○ 생활민원 : 23,597건(급·배수지원, 민원출동,
행사지원 등)

○ 구급대원 신체·피복·장비 등 소독·감염관리실
설치(5개소)
○ 노후청사 신·증축(신축5, 증축4), 소방차량 보강(29대)

○ 위치추적 : 1,945건(조회성공 1,883 : 발견79건,
실패62건)

6.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6-1 인명피해 최소화
○ 화재로 인한 사망자 최근 4년 대비 42%감축(19명 → 11명)
○ 대형산불 5년 연속(
‘07 ~‘11) 제로화 유지
○ 물놀이 사망사고 4년 연속저감

7. 2012년 비전과 미션

-‘08년:66명 →‘09년:31명 →‘10년:9명 →
‘11년:8명

행복2배 실현을 위한「안전한 강원도」
건설이라는 비젼
을 가지고 강원소방은 철저한 예방,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6-2 사회안전망 확충

최소화를 위하여 2012년 7개의 주요 시책을 선정 추진하

○ 긴급신고전화를 119로 일원화 : 11종 → 13종 확대

고자 한다. 선진형 화재안전관리 기반 정착, 재난초기 대

(관광통역, 외국인안내)
○ 병원전 의료지도체계 구축·운영 : 전문의 16명
24시간 의료지도
○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지원 :

응태세 확립, 고객 만족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안전문
화기반 정착, 소방인프라 구축, 근무여건 개선, 올림픽 소
방안전대책을 추진 도민과 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고자 한다.

4,195개
○ 지역주민 소방안전교육 : 513,018명(도민 의 33.2% 차지)

7-1 선진형 화재안전관리 기반 정착

○‘4분의 기적’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 운영 :

강원도는 넓은 면적과 높은 산악지역으로 인해 대형화

71개소 90,593명 교육
○「Heart-Saver」
영예 수여 : 14명
(심정지환자 6명 소생)

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난해 하므로, 지역
별·대상별 선진형 화재안전관리 기반을 정착하여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방검사 제도
개선 - 官(소방)주도의 검사 제도 개선 및 건물주 책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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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상시적·전수적 소방검사를

차 통행 곤란지역 비상소화 장치, 소화전 등을 지속 확충

선택적·집중적 특별 조사로 개선한다.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관리 기준강화를 위하여 화재
보험 의무가입을 대형업소에서 소규모업소까지 확대 추
진한다. 이에 따라, 업종별 규모·위험도에 따른‘화재위
험 분석평가제’
를 도입하고자 한다.
한편, 위험물시설 화재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험물 제

7-2 재난초기 대응태세 확립

조·저장·취급시설의 소방특별조사로 위험요인을 배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10% 줄이기 위하여 최근 10년

하며, 무허가 위험물, 유사 석유 제조·판매행위를 집중

평균 사망자(23명)대비 10%저감 목표로 소방역량을 결집

단속한다.

한다. 이를 위해, 사고현장 5분이내 도착율을 70%이상

강도 높은 예방 활동을 통해 주택화재(최근 3년 전체화

높이고‘출동시간 30초 앞당기기’차고탈출·가상화재

재 23%, 인명피해 56%차지)저감을 위하여「화재안전 마

출동훈련 확행,‘소방차 길터주기’범도민 홍보활동 전개

을」
을 지정확대 (2011년 71마을 → 2012년 100마을) 운영

및 주요 출동로와 시장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강화

하고, 일반 주택의「단독형 화재 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해 나간다. 대형건물‘영상도상훈련’및 자위소방대원 특

(법 시행 2012년 2월, 5년유예) 적극 추진한다. 또한, 쪽

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대형산불 예방·진압대책을

방, 나홀로주택, 주거용 컨테이너·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위하여 산불대응 단계별 소방력 동원(화세보다 우세한 소

소화기 및 감지기를 적극 지원한다.

방력 투입)체계를 구축·활용 한다.

민간자율 안전관리 기반정착을 위하여 자율방화관리

「산불소방 대책본부」
를 동해안지역에 확대 운영(봄·가

능력을 평가, 우수기관 포상 및 인센티브(검사면제 등)를

을) 설치하고, 영서지역 대형 펌프차(6대)를 전진배치를

부여 한다. 지역별/도
「시민안전관리협의회」
운영을 통하

통하여 산불 발생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초동 지휘한다.

여 방화관리 우수사례 정보교환 등 자율안전관리 실천 방

의용소방대원「산불순찰기동대」
를 운영(취약지 순찰, 계

안을 도출한다. 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 등 2급 방화관

도·단속) 하며, 산불진화용 호스릴 장착 소방차를 산림지

리 대상 6,307개소를 대상으로 우수대상에「소방안전인

역에 인근 분산배치(151대) 하고,「간이저수조」
산불현장

증제」
를 추진하고, 소방감리 대상 중 30%범위 안에서「기

근접배치로 진화용수 확보(10톤/31개)를 공고히 한다.

동검사반」
운영 및 일제검사를 통하여 소방시설업 (공사·
설계·감리업 등)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개선을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출입구(비상구)를 신고범위에 추가하고, 독점적‘비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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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방지를 위하여 1건 5만원, 신고자 1인 월 한도액(50만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현장 활동에 강한 소방관 육

원)·연300만원 한도의 포상금액을 정하여 명확한 신고

성을 위하여 소방전술 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훈련

범위를 명시한다.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 특별관리를 위

내실화를 기한다. 근무계획 및 일과표에 따른 교육·훈련

하여 사회복지(노인, 아동, 장애) 주거시설에 화재속보설

강화하여 파괴·진압·장비활용 등 실제 현장 상황에 맞

비 설치를 의무화 한다. 고층건물·아파트의‘피난 안전

는 실용적 훈련을 실시한다. 강원소방학교에『화재진화

공간’확보(설치) 권장을 행정지도 하며, 고지대 등 소방

사』
자격(1?2급, 전문)인증제를 운영하여 화재진압 전술,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전문지식, 숙련도 등 화재진압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한

송체계를 구축 한다.

다. 현장지휘관의‘현장관리 책임성’이행강화를 위하여

구급이송 중 중증환자에 대한 중요 증상정보를 의료지

진압팀장, 센터장 현장상황 판단력 증진교육을 실시, 지

도 전문의에게 전송, 증상에 맞는 응급처치를 신속히 실시

휘역량 강화한다. 현장진압 ↔ 철수까지 현장지휘관 중심

하고, 119상황실에 응급의료 전문의(16명) 24시간 상시근

체제로 일원화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재난·우발

무 체제로 중환자용 구급차(응급구조사) ↔ 상황실 의료지

상황 대처능력 고도화를 위하여 시물레이션 기법 도입으

도(공중보건의, 전문의)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병원 전 응

로 훈련 수준향상 및 실제상황 적응력을 제고, 가상·과거

급의료지도시스템을 활성화 한다. 구급상황요원이 의

재난 상황 설정 영상도상 훈련실시 및 대응전술을 개발한다.

식·호흡 유무를 상세히 파악, 환자 긴급도를 분류하고 이

『현장활동 표준작전 절차 운용사례 경연대회』
를 5월중

에 따른 등급에 따라 구급대 선택(전문구급대와 일반구급

개최하여 표준작전절차(SOP)등‘현장운영 매뉴얼’숙
지·휴대 활용한다. 대형화재 특별조사 실시 결과를 화재
저감 정책에 반영한다.

대) 조치하여 구급차 다중출동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최근 10년간 산악구조 매년 평균 7.18%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발 맞추어 해외 산악구조기술 도입(오

또한, 의용소방대‘준소방력화’
【실전형 훈련실시 : 신

스트리아 보랄베르그 산악항공구조대 기술교육훈련 참

임간부·교관(연2회), 대원(연24시간)】
를 통해 소방사각

가)을 도내 특성에 맞게 재구성 구조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지역을 해소 하고자 한다.

제작 하며, 주요등산로 위치표지(834개소), 경고표지(604

한편, 스포츠 경기장 소방력 근접배치 안전사고 예방,

개소), 구조·구급함(47개소)을 정비한다. 119산악구조대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각종 축제·행사장 소방CP를 운

(2구조대)·항공구조대(2구조대) 및 민간구조대등 전문조

영 종합안전대책을 추진, 강원도를 찾는 탐방객에 대한 소

직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봄·가을 산악사고에 긴급구

방 안전관리로 관광 제일도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

7-3 고객만족 구조 구급서비스 제공

해 기상정보자료를 활용, 풍·수해 길목지키기(소방력 전

감동 2배, 행복 2배 119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현장활동

진배치), 피해우려지역(233개소) 관리카드 작성, 집중예

의 응급처치, 환자처치 적절성 관리로 품질향상을 도모한

찰·긴급대피 체제 구축, 사전 출동대 편성, 수난구조장

다.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

비 분산배치 등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물놀

공하여 환자평가 실시율(의식, 맥박, 혈압 등) 2011년

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수면 물놀이 위험지역 제한

80% 실적을 → 2012년 93% 향상 시키고자 한다. 상황실

선 설치, 해변 위험경보시 입수통제, 기존 사고지역 정밀

에 외국어 능통자 배치(4명) 및 외국어 신고·접수 대응매

분석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를 확대 배치한다. 폭염 구

뉴얼을 비치한다.

급대책을 적극 전개하여 폭염구급장비(생리식염수, 정맥

1330(관광통역)?1345(외국인종합안내)운영기관과 3자

주사, 얼음조끼·팩, 구강용 전해질 용액 등)를 확보하고,

통화기능을 구축 119신고자 ↔ 119상황실 ↔인력풀간 3자

구급대원 열손상 환자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며, 폭염대

통화를 통해 119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헬기
『Heil-

처요령 및 무더위 질환 예방·대처요령을 언론 등에 적극

Ems(응급의료헬기)』
특화 운영을 위하여 Heil-EMS 지상

홍보한다. 겨울철 폭설로 인한 고립지역 지원을 위하여

연계훈련 실시 및 야간 EMS 체계를 지속적 유지로 심

소방헬기를 이용 생활용품, 비상식량, 유류, 난방용품, 의

장·뇌혈관 환자·장기이송 등 Golden Hour(1시간내) 이

약품 등 긴급구조물자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동,
Vol.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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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구조 및 응급처치 등 2차 재해를 방지하는 데 총

후도 (16.5%→13.3%)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대응장비 등

력을 기울인다.

22종 131점 , 감염관리실 등 2종 13점, 산악구조 안전장비
등 4종 74점을 비롯하여 119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한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스템 안정화(이중화,
홈페이지 개선, 유지보수) 및 노후 장비를 교체·보강한
다. 화재진압 및 구조장비 관리 프로그램 자체 개발·운
영하고, 검사·점검반 편성 분야별(차량·구조장비전문

7-4 안전문화 기반 정착

가 각3명) 신규장비 검수, 장비별 정밀점검(월1회) 사용가

도민 안전문화 기반 정착을 위하여 일반주민 대상『심

능 여부판단 및 수리
【소방장비의 全생애(구입에서 불용까

폐소생술 교육센터』
상설운영확대(교육센터 : 소방서 →

지)를 통한 품질관리】
를 정기화 한다.

119안전센터, 지역대, 행사장 등 확대), 심폐소생술 동영

국내최초(4종) 주택·항공기·지하화재, 위해 동식물

상 모바일 다운로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공 등 범

훈련시설, 국내최대(2종) 농연(인명구조), 수난사고 훈련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어린이 안전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강원소방학교를 특화 운영한다. 타

교실 운영을 위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말 소방

시·도 소방공무원 수탁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유형별 훈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119가족안전 체험캠프』
운영(5

련중심의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대

월 가정의달)을 지속 확대 한다.『강원도 소방동요제』
『불
,

학교 소방학과, 119소년단 등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하고,

조심 어린이마당 학습경진대회』
『어린이
,
안전뉴스 경진대

응급구조사 2급 양성기관 지정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휴

회』
등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에

양지 지역특성을 고려, 각종행사(연찬회·경연대회)를 유

힘쓴다. 부주의(생활밀착형 매체홍보), 전기·가스사고

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취약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방화(지역별 추세분석 사

국제적 역량을 갖춘 소방인제 양성을 위하여 국외훈련

전 예찰활동 강화), 자동차화재(1소화기 비치권장) 등 주

(파견)과정 2명(Fire fighter 과정 1, EMT 과정 1), 국외

요발화 요인별 맞춤형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비교)연수과정 12명(소방정책관리자 과정 등 5개 과정)을
운영 하고자 한다.

7-5 소방인프라 구축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6개郡에 대하여 2012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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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인제, 2013년 고성, 2015년 이후 양양·화천·양구

실질적 3교대 근무정립을 위하여 인력확충 3개년

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하고 노후 청사 5개소(신축4, 증축1)

‘09~’
(
11년)계획에 의거 3교대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에 대해 총액인건비 및 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에 의거

2010년도 불가피하게 현장 출동대 정원조정(단위소방력

연차적 세우고자 한다. 내용연수 경과한 화재진압차량·

감소)되어 현장 대응력저하 및 교육·휴가자 등 발생시 인

신설署 차량 先순위 교체(89대)·보강(15대)을 통하여 노

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現 정원(2,203명)대비 소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방력 기준상 3교대 등 소요인력(,2928명)이 725명 부족한
실정이다. 단기간 내 부족인원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부족인원 확보 시 까지
『인력Pool제』및『플러스근무제』
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 휴가 등 사고자 발생 시 안전센터
등 인력 통합조정 배치하고, 3교대 부족인력 및 관서신설
신규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7-7 올림픽 소방안전대책

각종 현장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을 추진
『현장안전관

2013년 스페셜 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주요

리 매뉴얼』및『금지수칙』
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현장

시설(경기장, 선수촌, 숙소 등)에 대한 유관기관(전기, 가

의 각종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지휘관에게 안전성 여부를

스 등) 합동점검(분기별 1회), 긴급구조 종합훈련 (대응훈

보고하는 상시
『현장안전점검관』
을 배치하고 있으며, 119

련 분기1회, 긴급대피훈련 월1회) 등을 실시한다. Fire

접수 단계부터 현장출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매뉴얼화 하

Resecue SWAT Team(특수기동대) 2개대(평창, 강릉) 60

여 비 응급 출동거부 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기

명 및 고속도로 구급대 6대 36명(영동3, 중앙1, 동해1, 동

본·전문교육과정 운영 시 안전관리분야를 필수 과목에

서1)을 운영한다. 대회기간 소방CP 운영을 통해 소방력

포함하고,. 안전교육 방송(매일), 안전다짐 구호, 개인안전

을 근접 배치한다.

장구 착용 및 점검 일상화, 미착용 시 문책강화 등 안전교
육을 생활화 한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PTSD 상담결과 외근 9.2% 정밀
진단 대상으로 판정(업무특성상 직무스트레스가 크고, 잠

한편, 2018년 동계올림픽『소방안전기획단』
을 올림픽
조직위원회 설립과 동시에 구성 - 13명(단장1, 팀장3, 반
원90)】
을 통해 완벽한 소방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한다.

재된 우울증 병세가 나타남)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
으로 충격현장 외상경험 출동대원을 3일 이내 정신과 상
담 의무화한다. 간부 소방공무원을 자체 심리상담사로 양
성(소방학교 양성과정 운영)하고, 신상면담, 동료 여론 등
철저한 검증과 심의로 관심직원을 선정 관리한다. 스트레

8. 맺음말

스 해소를 위한 명상, 음악치료 등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
램을 운영하며,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성과중심의 공직

동해안 폭설, 뉴질랜드·일본·터키 대지진 등 사람의

문화를 구현한다. 합리적 기준의‘예측가능 인사’
,모두가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신뢰하는‘공감인사’
를 실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운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화산이 발생하고 있다. 백두산 화

영한다.『베테랑 소방관』
선발,『하트세이버』
영예수여 등

산 대비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조사활동도 우리 주의를

우수대원을 표창한다. 우수동아리 활성화 지원, 119어울

환기 시키고 있다.

림 한마당, 서별 체육행사,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참가, 가
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행사 등 휴식기회를 제공한다.

범지구적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급증 대형화·광역화
추세이며 사회구조·생활패턴의 변화로 인적재난이 급증
하여 주민생활을 위험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의 업무 범
위 또한 재난재해에서 부터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까지 모
든 분야에서 꼭 필요한 생명 지킴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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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 강원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강원
소방은 24시간 쉼 없는 열정과 현장 소방서비스 제공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
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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