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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모두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여러분의 든든한 안전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일,  

서울시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Safety
Seoul



서울시 안전총괄본부는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안

전에 강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

뉴얼’을 만들어 유사시 신속한 지휘체계를 가동해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

을 도모하고 있으며, 도로, 교량 등 도시의 동맥 역할을 하는 도시 인프라 시

설을 조성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은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

입니다. 속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물샐틈없는 안전망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에 최우선가치를 두고 우리세대 뿐만 아니

라 후손들이 오래도록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고, 유지

관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미래 서울의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삶의 안전이, 곧 도시의 안전입니다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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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분야┃

┃보도 분야┃

┃도로 분야┃

● 2015년 재난 및 안전사고 현황(119 출동건수 중심)

● 보도

● 도로

● 도로시설물

● 가로등 시설

● 지하도상가 : 25개 상가 2,788개 점포 ● 거리가게 : 8,038개소

● 재난위험시설(D·E급)

계 화재 교통 수난 약물 폭발 붕괴 기계 승강기 산악 자연 문잠김 추락 기타 

127,481 26,604 5,017 2,820 162 84 196 550 5,309 1,475 845 10,872 859 72,688

등 급 계

민 간 시 설 공 공 시 설 

아파트 연립주택 판매시설 기타건축 담장축대 공공청사 육교  기타 

계 198 54 44 14 61 12 4 3 6

D등급 181 54 38 11 54 11 4 3 6

E등급 17 - 6 3 7 1 - - -

구 분
계 특별시도 구 도

연 장(m) 면 적(㎡) 연 장(m) 면 적(㎡) 연 장(m) 면 적(㎡)

2015 2,825,750 9,937,042 1,658,028 6,633,105 1,167,722 3,303,937

구 분 계
광 로

(40m이상)

대 로

(25~40m미만)

중 로

(12~25m미만)

소 로

(12m미만)
광 장

연장(㎞) 8,215.1 235.2 725.3 901.1 6,353.5 93.0

면적(㎢) 84.004 10.608 21.282  15.047  34.278  2.789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터널
지하
차도

지하
보도

보도
육교

공동구 기타

1,137 21 473 95 34 41 146 86 158 6 77

총 계
가로등 터널등 지하(보)차도

육교등
교량

하부등

분전함

(면)차도등 보행등 차도등 보행등 차도등 보행등

261,892 136,545 57,581 35,911 1,078 23,791 1,803 1,600 3,583 7,133

한 눈에 보는 

통계자료
한 눈에 보는 

통계자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

재난위험시설(D·E등급) 해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365일 안전한 서울 만들기

인명피해 우려가 큰

재난위험시설 철거 및 해소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서울시는 재난 안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 중장기 

예방적 도시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자연재난, 사회재난은 물론 시민 안

전사고를 아우르는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지자체 최초로 수

립했으며, 재난유형을 세분화해 안전대책 및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서울안전 통합상황실’

서울시청 지하 3층에는 재난·교통·충무 상황을 한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서울안전 통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규

모재난, 비상상황발생 등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여 365일 

24시간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재난유형별 매뉴얼 운영 및 합동훈련 실시

서울시는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55개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운영

하고 있으며,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유관부서간 합동으로 

실전훈련 및 SNS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주요 재

난사고의 재발방지 및 정보공유를 위해 ‘재난사고 개선 보고회’를 개

최하고, ‘재난사고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안전점검

시설물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의 예방적 관

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재난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재난

위험시설(D·E등급)의 해소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수·보강, 철거, 재건축 등을 통

해 재난위험시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지속적 안전점검으로 재난위

험시설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난위험 시설 등급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C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D등급 :  주요부재에 결함이 생겨 긴급한 보수·보

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등급 :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 손

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사용금지나 개축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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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컨트롤타워 ‘서울안전 통합상황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양남시장

붕괴 위험으로 44년 만에 철거된 ‘금화시범아파트’

01 02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전방위적인 현장 파악이 가능합니다.



제설·한파·폭염대책으로 

안전하게 생활하기

겨울철 제설대책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따뜻한 겨울나기 ‘한파대책’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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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대책

서울시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33개 기관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동시 가동해 폭설로 인

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합니다. 초동제설 대응체계 구축, 인력·장비·자재 

등 제설대책 사전준비, 친환경 제설 확대,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제

설대책 등 강설시 단계별로 신속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눈치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 집 앞 눈치우기 캠페인’ 등 시민

의 자발적 제설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파대책

매년 찾아오는 추운 겨울, 서울시는 한파로 피해가 발

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파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성하여 상황파악 및 협조체계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쪽방촌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

우미가 수시로 취약계층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또 추운겨울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한파쉼터’도 운영합니다.  

한파특보 발령기준

한파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 상태가 2

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경보 :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저온현상

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추운 겨울 몸을 녹이고 있는 어르신들, 동대문구 한파쉼터

‘내 집 앞 눈치우기 캠페인’에 참여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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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도급 거래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

불공정 하도급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시민안전 강화 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 마련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공사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불공정 하도급’입니

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전담기구 신설, 신고센터 설치, 대금 e바로시스템 운

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도 불법·불공정 하도급이 상존하고 있습니

다.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하여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시민안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04더운 여름,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대책

기상이변으로 해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대야, 일

사병 등을 통해 사람들의 건강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재해입니다. 서울시는 단

계별 대응체계를 갖추고 시민행동요령 홍보, 무더위쉼터 운영 등 폭염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재난도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일 최고 기온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일 최고 기온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서울역 노숙인 무더위쉼터

도로 지열을 식히기 위해 살수차 동원

건축공사장 폭염주의 독려



차도혁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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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발밑, 땅속은 안전한 걸까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도로함몰로 인해 우리 발밑에 대한 안전이 화두

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동공탐사장비 차량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안전까지 책임집니다. 또한, 도로함몰 지도를 

구축해 함몰 경보 지역의 체계적인 진단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표면위주의 정비 → 땅속까지 체계적·예방적 관리

도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도 노후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파손 위주의 땜질식 정비였던 포장도로 유지보수 패

러다임을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까지 체계적·예방적으로 관리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차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평탄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도로함몰 대책

05

•‘사후 관리 → 사전 예방’ 체제로 전환

•도로함몰 주범인 노후하수관 집중적 개량

•차량탑재형 동공탐사장비(GPR) 자체 개발

•도로함몰 이력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로함몰 지도 구축’ 

•선진도시와의 기술교류 협력 추진

•포장도로 수명연장과 도로안전을 높이기 위한 ‘시공품질 혁신’

•안전은 높이고, 비용절감을 위해 ‘유지관리 강화’

•예방적 개념의 ‘포장도로 전체 생애주기 관리’

•지속 가능한 ‘첨단 포장기술 개발’

울퉁불퉁한 도로의 모습과 잘 정비된 

세종대로 남대문 인근 도로의 모습

구로구 도로함몰 발생 및 동공탐사장비 차량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도시의 동맥과도 같은

‘도로인프라 확충’
시설물은 잘 짓는 것만큼이나,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 도로망의 효율성 증진 위해

도시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망 확충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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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994년 성수대교 붕괴 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

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시설물은 잘 짓는 것만큼이나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큰 병을 예방하듯, 시설물도 지속적인 점검과 보

수·보강을 통해 관리해야만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터널·지하차도 등은 전문가 주치의와 함께 

점검하고, 대형 교량시설물은 담당부서 직원들이 집중점검을 통해 꼼꼼

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상되거나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은 보수·보강 

및 성능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

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개선

도로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여 도시의 소통을 증가시키고 경제 활성화

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주변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도로망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도시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기존의 지상부 간선도로는 

폭을 좁혀 일반도로화합니다. 지상의 빈 공간은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

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교통량이 지하도로와 상부도로로 

나누어지므로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 정체가 완화되고, 시민의 생활환경

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관리를 통해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구리암사대교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블록 10계명┃ ┃인도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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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주인은 ‘사람’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던 보도

공사 관행을 개선하고, 보도 위 주인은 

‘사람’이라는 인식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서울시는 ‘보도블록 10계명’을 발

표했으며,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공사한거야?

보도블록 현장에 시공자, 감리자, 

감독관을 기재하겠습니다.1 보도공사 실명제

여유있는 거리

이용률이 낮은 시설물 줄이기1 비우겠습니다!

한번만 걸려도 영업제한 등 강력 제재

보도블록 전면 재시공 사유 1회 발생시 

서울시 공사입찰을 제한하겠습니다.2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정돈된 거리

통합신호등, 고밀도·다기능 표지판2 모으겠습니다!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보도블록 공사중 안전관리로 보행자 

안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3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행이 편한 거리

보도턱 낮추기, 전선 지중화 등3 낮추겠습니다!

11월 넘기면 못 한다

긴급공사를 제외한 보도공사는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4 보도공사 Closing 11

보행자가 안전한 거리

보도상 차량 주행, 주정차 근절4 보호하겠습니다!

파손한 사람이 부담한다

보도블록 파손시 시민 혈세 대신, 

파손자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5 보도 파손자 원상복구

장애없는 거리

보도 중앙 시설물 가로변으로 이동5 옮기겠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시민이 살핀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행 불편사항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6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질서있는 거리

불법 적치물·광고물 단속 및 자율정비 유도6 바로 잡겠습니다!

보도블록 바로바로 A/S 접수

파손된 보도를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여 조속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7 이렇게 신고하세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가로시설물 세척, 외장 도색, 파손 정비7 예쁘게 하겠습니다!

보도상 주정차·적치물 단속, 
오토바이 통행 금지

계도 및 단속으로 보행장애물을 제거하여

보행자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8 보도를 보행자 품으로

청결한 거리

이전·철거 어려울 땐 디자인으로 보안8 깨끗이 하겠습니다!

깨진 곳은 바로 찾아 메운다

보도블록 공사시 일정량을 비축하여 

파손시 쉽게 교체하겠습니다.9 보도블록 은행(Bank)운영

지속가능한 거리

시설물 총괄관리 시스템 구축9 체계화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과 함께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10 함께 합니다

시민이 만드는 거리

거리모니터링단 및 민관 거버넌스 운영10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비우고 모으는 보행로 정비

서울시민은 보행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행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을까? 

「인도 10계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가로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는 

총 22개 기관의 협의로 만들어졌습니다. 

2012년 4월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에 

이어, 사람 중심의 걷기 편한 거리를 만

들어,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

도혁신 프로젝트 2탄입니다. 난립한 가

로시설물을 비우고 모으는 보행로 정비

를 추진합니다.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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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고가 재생 

‘서울역 7017 프로젝트’

09

서울역 고가도로, 과거와 현재를 잇다

서울역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1970년에 

완공된 서울역 고가 도로는 오랜 시간 동안 서

울의 상징적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

년대 말부터 고가 도로의 안전성 문제가 매년 

제기됐고, 이에 서울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을 통해 매년 보수공사를 진

행해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심각한 안전문

제가 제기(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됨에 

따라 철거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철거가 아닌 재생, 서울역 고가도로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노후된 건축에 대한 획일적인 자세, ‘철거’. 하지만 저희

는 잠시 멈춤을 선택했습니다. 서울역 고가 도로의 안전성 

문제가 하중 때문이라면, ‘자동차길’에서 ‘사람길’로 바꿔

보는 건 어떨까? 서울의 관문이자 통일시대 유라시아 철

도의 시발점인 서울역 주변에 활력을 불어넣고, 남대문시

장·명동·남산과 서울역 서쪽을 ‘사람길’로 연결하는 방안

을 고민했습니다.

사람길, 사람을 모으다

서울역 7017 프로젝트는 단순히 고가도로의 녹지화로 끝

나지 않습니다. 사람길을 만들고 사람을 모아 정체된 상권

과 낙후된 산업지역에 숨을 불어 넣은 일, 서울역 7017 프

로젝트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방안의 다른 이름입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17개의 사람길’로 연결되는 도보관광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가지처럼 뻗어나간 17개의 

사람길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고, 모인 사람

들의 한걸음, 한걸음은 주변지역의 재생을 돕고 생기를 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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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행정의 최일선, 

도로사업소

10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사업소는 서울시 도로행정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서울

시에는 권역별로 6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주된 업무로서 파손된 도로를 정비

하고, 교량·터널 등을 점검·보수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 불

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작업과 수방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무법자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등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동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과적단속 터널관리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천만 인구와 각종 시설물이 밀집해있는 거대도시 서울에는 많은 안전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 안전문화

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신고 포상제 : 안전위해요소 신고시 분기별로 심사하여 포상금 지급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 주민 스스로 지역별 안전감시활동 수행(800명)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환경 조성 및 주민활동(2개소) 

서울특별시 안전상 : 재난 및 안전문화에 기여한 시민·단체 시상(7명)

거리모니터링단 : 보도블록 파손 등 신고(716명)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 시민과 함께 터널·교량 등 점검(14회)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365

안전신고(공통)

      •市홈페이지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120 다산콜센터 : ☎ 120

      •모바일 앱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앱

•제설 시민불편신고센터  ☎ 2133-8185

•한파 신고센터  ☎ 2133-8520,  ☎ 119

•폭염 신고센터  ☎ 2133-8520,  ☎ 119

•노숙인 위기대응 콜센터  ☎ 1600-9582

•보도블록포장 신고센터  ☎ 2133-8140

•포트홀 신고센터  ☎ 2133-8164

•도로함몰 신고센터  ☎ 2133-8169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 2133-8730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2133-3600

시민 삶의 안전이, 곧 도시의 안전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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