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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발생 재난 및 안전사고와 재난관련 사회동향, 기상 등의 분석을  

 통한 2016년 12월 주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전망 보고서 임.

1  12월 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전망 (요약)  

※ 과거 12월 재난 : 대연각호텔 화재(‘71.12.25.), 서울시민회관 화재(’72.12.02.),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94.12.07.)

✔  기온은 평년(0.4℃)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21.5mm)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다소 추

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최근 5년간 서울 최심 신적설량 : 12월(54.7㎝) 〉 1월(38.7㎝) 〉 2월(32.6㎝) 순

✔  겨울철 “강력한 기습한파” 예보로 난방과 화기취급의 증가와 연말 송년모임, 

겨울방학, 성탄절 등 기상요인과 들뜬 사회분위기가 결합되어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확대 및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축 

공사장 등 모닥불과 용접 불티 등에 의한 부주의 화재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최근 3년간 숙박시설(14건) , 난방기기(72건), 공사장(48건) 화재 현황이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

✔  폭설 및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재난사고로 확대 위험성이 높고, 한파로 인한 고드름제거, 시설물 동파 

등 시민불편해소와 같은 생활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대응활동 현황(총14,813건) : 12월(1,452건) 〉 7월(1,357건) 〉 11월(1,321건) 순

   ❖ 최근 3년간 한파관련 대응활동 현황(총1,876건) : 1월(1,050건) 〉 2월(400건) 〉 12월(91건) 순

✔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어 저체온증 및 동상 등 한랭손상과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위험이 높고, 폭설․빙판길 미끄럼사고 등 낙상환자 증가 예상 

   ❖ 최근 3년간 심정지 환자 대응활동 현황 (총14,244건) : 3월(1,369건) 〉 12월(1,340건) 〉 1월(1,279건) 순

✔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인체감염 우려와 겨울방학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해외여행 감염환자 

유입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와 관련기관의 신속한 정보공유 및 대응활

동체계 구축 요구

   ❖ 2016.11.28. 지카바이러스 양성자 추가 발생
베트남(호치민)에 거주

 : 누계 16명(환자 15, 무증상 감염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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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 및 재난안전사고 분석·전망

 기상 분석 및 전망 (기상청 자료)

  ❍ (날씨 전망) 상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이다가 후반부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음. 중순 

이후에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건조한 가운데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음. 기온은 평년1)(0.4℃)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21.5mm)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

     ❖ 12월과 내년 1월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찬 공기가 자주 남하하고 ‘라니냐’로 인해 

‘강력한 한파가 기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예보 

      ❖ (엘니뇨·라니냐2) 전망) 현재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10월 평균 해수면온도가 평년

보다 0.6℃ 낮은 라니냐 상태를 보이고 있음, 올 겨울철동안 약한 라니냐가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됨. 라니냐가 발달하는 해의 초겨울에 우리나라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은 경향을 보이지만, 후반에는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음.

        ※ 최근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 해수면온도 편차 현황 : 2016년 8월 -0.4, 9월 -0.5℃, 10월 

–0.6℃, 주간 (11.6.~11.12.) : -0.6℃, (11.13.~11.19.) : -0.3℃ (OISSTv2)

    

<최근 5년 서울 최심 신적설량> (2011년 ~ 2015년)

  ❖ 최근 5년간 서울 최심 신적설량 : 12월(54.7㎝)
(최근10년 평균 눈 8.3일)

 〉 1월(38.7㎝)
(최근10년 평균 눈 6.4일)

 〉 2월(32.6㎝)
(최근10년 평균 눈 3.9일)

 순

  ❖ 2016.11.26. 서울지역 첫눈 : 최심 신적설 0.8cm 

구 분 1월 2월 3월 12월

최근5년 38.7 32.6 4.4 54.7

2015년 5.2 0.3 0 7.5

2014년 6.1 6.5 1.9 8

2013년 5.8 24.9 0 13.1

2012년 9.6 0.7 0 23

2011년 12 0.2 2.5 3.1

1) 평년값 : 1981~2010년(30년)의 기후자료를 일별, 순별, 월별, 년별로 평균한 자료를 평년값 이라함.
2) 엘니뇨·라니냐 정의 :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 3.4 지역 : 5°S~5°N, 170°W~120°W)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4℃ 이상으로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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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수도권 날씨 동향 : 가을철 기상특성) ※ 기간 : 2016.9.1. ~ 11.20. 

    － (기온과 강수량) 가을철 평균기온은 16.6℃로 평년(15.2℃)보다 1.4℃ 

높았으며 【9월, 10월, 11월 평균기온은 22.5℃, 15.7℃, 9.1℃로 평년(9월 20.7℃, 10월 14.

3℃, 11월 8.2℃)보다 1.8℃, 1.4℃, 0.9℃ 높았음】, 강수량은 178.9㎜로 평년(245.9

㎜)대비 72.7%였음. 【9월 강수량은 41.1㎜로 평년(160.5㎜)보다 적었고, 10월에는 125.6

㎜로 평년(52.4㎜)보다 많았으며, 11월에는 12.2㎜로 평년(36.9㎜)보다 적었음】

          
(왼쪽)가을철 평균기온 편차와 강수량 평년대비 분포, (오른쪽)일평균기온 편차와 일강수량 시계열

     ❖ 9월 : 평년보다 높았던 기온, 적었던 강수량 (1973년 이래 9월 수도권 평균기온 최고 1위)

     ❖ 10월 : 평년보다 높았던 기온, 평년보다 많았던 강수량 (1973년 이래 10월 수도권 

평균기온 최고 5위, 1973년 이래 10월 수도권 강수량 최다 3위)

     ❖ 11월 : 큰 기온 변화, 평년보다 적었던 강수량 (남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

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으나(+0.9℃),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두 차례(1~3일, 

8~10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특히 8~9일, 15일 수도권에 한파주의보

가 발효되었음) ※ 서울지역 한파3)주의보 발효 : 11.08. 03:00 ~ 11.09. 11:00

    

   

   

3) 한파주의보(특보)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2016년 겨울철 수도권 기상전망 

〇 2016년 겨울철 기상전망(12월 ~ 2017년 2월)

  [기  온]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음.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강수량] 평년보다 적겠으며,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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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전망(2016년12월~2017년 2월) 날 씨 전 망
－12월 : 상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이다가 후반부터 찬 대륙고기
압의 영향을 받겠음. 중순 이후에는 대륙고기압의 영향
을 주기적으로 받아 맑고 건조한 가운데 추운 날씨를 보
일 때가 많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
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1월 :  대륙고기압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
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나, 건조한 날이 많겠음.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
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으며, 기온 변화가 크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
거나 적겠음.

 －2월 :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
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기온 변화가 크
겠으며, 일시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〇 최근10년(2006~2015년) 수도권 겨울철 날씨특성

  [기  온] 최근 10년 겨울철 평균기온은 –0.8℃로 평년(-0.9℃)보다 0.1℃ 높았음.

    
연도별(1973-2015) 겨울철 평균기온

  [강수량] 최근 10년 겨울철 강수량은 20.8㎜로 평년(21.0㎜) 대비 99%를 기록하였음.

   
연도별(1973-2015) 겨울철 강수량

  ※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12월 2017년 1월 2017년 2월
평균기온(평년편차) ℃ -0.4(-0.5) -2.7(0.1) 0.5(-6.4)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 3.8 / -4.3 1.6 / -6.8 5.1 / -3.7
강수량 / 강수일수 ㎜ / 일 22.6 / 8.9 11.3 / 5.1 25.2 /4.9

일조시간 시간 170.5 186.7 177.8
일최저기온 0℃(-10℃) 미만 일수 일 24.9(4.2) 28.8(7.6) 22.8(2.5)

일교차 10℃ 이상 일수 일 7.6 8.8 9.6
눈 현상일수 일 8.3 6.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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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 ․ 전망 (서울종합방재센터 자료 등) 

   ❍ 최근 3년간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활동 현황은 총1,829,804건

이며, 12월은 154,104건(8.42%)으로 연중 출동건수
연평균(최근3년 월평균 152,484건)

보다 많게 발

생하고 있으며,

   ❍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 기상의 영향으로 난방 등 화기취급의 

증가에 따른 화재발생과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4) 대설 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대설 경보 :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
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 12월 서울(수도권) 기후특성 및 특이기상 >

❖ 고온현상 : (2015년 12월) 잦은 강수와 구름낀 날씨로 최저기온이 크게 상승하여 

수도권 평균기온이 1973년 이래 2번째로 높았고, 평균 최저기온은 4번째로 높았

음. (편차(℃) : 평균기온 +1.7, 평균 최저기온 +1.8/일최저기온(℃) [12월 극값] : 10일 수원 7.4[5

위])대륙고기압의 발달이 평년보다 약한 상태에서, 남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

가 유입되었음

❖ 저온현상 : (2014년 12월) 12월 중순까지 추운 날이 많았음(편차(℃) : 평균 최고기

온 –2.8) 전반에는 상층 대기 흐름이 정체되면서 상층 한기가 유입되고, 이후에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음

❖ 대설4) : (2014년 12월) 12월 1일부터 서해안지방과 내륙 일부지역에 눈이 자주 

내렸으며, 일부지역에서는 12월 일최심신적설 극값을 기록한 곳이 있었음(최심

신적설(㎝) [12월 극값] : 3일 서산 22.1[1위], 17일 완도 17.0[1위], 목포 31.0[3위, 1위 

1946.12.09. 51.7]) 대륙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확장하였음 

❖ 많은 비 : (2015년 12월) 전국 강수량이 많았음(일강수량(㎜) [12월 극값] : 2일 동두천 

20.1[1위], 파주 14.3[1위], 철원 20.5[2위], 수원 17.8[4위], 백령도 9.4[5위]) 남서쪽에서 다가

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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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모임과 행사 등 들뜬 사회분위기로 각종 생활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 특히, 혹한에 의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과 고혈압 및 

심장질환 환자의 응급처치 대응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전망.

    

<최근 3년 월별 재난대응 활동현황> (2013년 ~ 2015년)

구    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합   계
(비율%)

1,829,804
136,138
(7.4%)

129,441
(7.1%)

147,378
(8.1%)

145,168
(7.9%)

163,154
(8.9%)

157,552
(8.6%)

168,706
(9.2%)

171,030
(9.4%)

161,910
(8.8%)

152,829

(8.4%)

142,394

(7.8%)

154,104

(8.4%)

안전사고 387,530 24,925 24,066 29,313 28,583 34,990 35,071 41,747 42,937 36,751 31,363 27,555 30,229 

화    재 17,382 1,469 1,327 1,738 1,500 1,603 1,390 1,458 1,360 1,428 1,359 1,258 1,492 

구    급 1,424,892 109,744 104,048 116,327 115,085 126,561 121,091 125,501 126,733 123,731 120,107 113,581 122,383

3  화재 등 재난유형별 대응활동 분석 및 전망

  화  재 

   ❍ 최근 3년간 화재대응활동 현황은 전체 17,382건이며, 12월은 

1,492건(8.58%)으로 월평균(1,449건)보다 많게 발생하였고, 겨

울철 ‘라니냐’로 인해 “강력한 기습한파” 예보와 연말 송년모

임, 겨울방학, 성탄절 등 기상요인과 들뜬 사회분위기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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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확대 및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

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 특히, 12월은 숙박시설, 생활서비스시설5), 난방기기6)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각종 실내행사가 많아 불특정 다수인

이 백화점, 영화관 및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운집하면서 

화재발생 위험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대연각 호텔 화재(1971.12.25.) : 인명피해 226명(사망 163명, 부상 63명)

      ❖ 서울시민회관 화재(1972.12.2.) : 인명피해 127명(사망 51명, 부상 76명)

     

<최근 3년 12월 주요 화재발생 현황> (2013년 ~ 2015년)

 ❖ 최근 3년간 숙박시설 화재발생 현황(118건) :  12월(14건) 〉 6월(13건) 〉 4월(12건) 순

 ❖ 최근 3년간 난방기기 화재발생 현황(328건) :  12월(72건) 〉 1월(62건) 〉 2월(55건) 순

 ❖ 최근 3년간 생활서비스시설 화재발생 현황(3,005건) :  5월(292건) 〉 12월(279건) 〉 7월(272건) 순

5) 생활서비스시설(국가화재정보센터, 장소대분류) : 오락시설, 위락시설, 음식점, 일상서비스
6) 난방기기(국가화재정보센터, 발화관련기기 대분류-계절용 기기) : 발화관련기기 소분류(가스난로/스토브, 가정용보일러, 

나무/목탄난로,  석유난로/곤로, 연탄/석탄난로, 전기장판/담요/방석류, 전기패널, 전기히터/스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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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기계적7) 발화요인에 의한 화재가 12월에 가장 많이 발

생하고 있는 추세로 가전제품 등 과열 및 과부하에 대한 주

의가 요구되며,

      ❖ 최근 3년 기계적 발화요인 화재발생 현황(885건) : 12월(90건) 〉 1월(81건) 〉 3월(79건) 순

   ❍ 특히, 겨울철 공사장 보온용 모닥불,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난로와 용접 및 절단 등 불꽃․불티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교육

강화가 요구됨

      ❖ 2013.12.10. 국립재활원 신축공사장 화재(대응2단계) : 부주의(토치램프 사용 부주의)
재산피해(224백만원)

     

<최근 3년 공사장 화재발생 현황> (2013년 ~ 2015년)

 ❖ 최근 3년간 공사장 화재발생 현황(391건) :  12월(48건) 〉 3월(38건) 〉 5월(37건) 순

     ( 발화열원 : 용접 및 절단 등 불꽃 · 불티에 의한 화재발생 149건으로 39.7%차지 ) 

      ❖ 최근 3년 화재발생 현황 : 3월(17,382건) 〉 5월(1,603건) 〉 4월(1,500건) 〉 12월(1,492건) 순

      ❖ 최근 3년 화재 인명피해 현황(783명) : 10월(103명) 〉 1월(85명) 〉 12월(77명) 순 

7) 기계적 발화요인 : 과열, 과부하, 오일, 연료누설, 자동제어실패, 수동제어실패, 정비불량, 노후, 역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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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 안전사고 대응활동은 최근 3년간 전체 387,530건이며, 12월

은 30,229건(7.8%)으로 월평균(32,294건)보다 적게 발생하고 

있으나, 겨울철 폭설 및 도로 결빙과 송년모임·행사로 인한 음

주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재난  

사고로 확대 방지와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신속한 제설 등 

관계기관 합동 재난관리 예방대책 추진이 요구됨

      ❖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기간 : 2016. 11. 15. ~ 2017. 3.. 15.(4개월)

     

<최근 3년 교통사고 대응활동 현황> (2013년 ~ 2015년)

❖ 최근 3년 교통사고 대응활동 현황(총14,813건) : ① 12월
(1,452건)

 〉 ② 7월
(1,357건)

 〉 ③ 11월
(1,321건)

 순으로 많게 발생

   ❍ 또한, 폭설․한파로 인한 고드름제거, 시설물 동파 등 시민불편

해소와 같은 생활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3년 겨울철 한파 대응활동 현황> (2013년 ~ 2015년)

 ❖ 최근 3년 한파관련 대응활동 현황(총1,876건) : ① 1월
(1,050건)

 〉 ② 2월
(400건)

 〉 ③ 12월
(91건)

 순으로 많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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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최근 한강철교 아래 수중 폭발물제거 안전조치 등 12

월에 폭발사고 관련 현장활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세로 

관련기관 합동대응체계 강화와 대책마련이 요구됨

      ❖ 11.24.~11.28. 한강철교 수중 폭발물제거 안전조치 : 항공탄 1발(AN-M65), 박격포탄(8발)

     

<최근 3년 폭발사고 대응활동 현황> (2013년 ~ 2015년)

 ❖ 최근 3년 폭발사고 대응활동 현황 (총303건) : ① 12월
(37건)

 〉 ② 7월
(36건)

 〉 ③ 8월
(35건)

 순으로 많게 발생

  구 급 

   ❍ 최근 3년간 구급대응활동 현황은 전체 1,424,892건이며 12월

은 122,383건(8.59%)으로 월평균(118,741건)보다 많게 응급상황

에 대응하였고,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로 인한 저체온증 

및 동상 등 한랭손상과 폭설․빙판길 미끄럼사고 등 낙상관련 

응급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3년 한랭질환자 발생 현황> (2013년 ~ 2015년)

 ❖ 최근 3년 한랭질환자 대응활동 현황(총1,190명) : 2015년(483명) 〉 2014년(458명) 〉 2013년(259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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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올 겨울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의 빈도와 강

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보되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기온이 낮고 온도차가 심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위험이 높아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 대응활동 현황

이 3월에 이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추운 환경에 환자가 노

출되어 저체온 등 2차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출동 

및 응급처치 대책강구가 요구됨

   

<최근 3년 심정지 환자 대응활동 현황> (2013년 ~ 2015년)

 ❖ 최근 3년 심정지 환자 대응활동 현황 (총14,244건) : ① 3월
(1,369건)

 〉 ② 12월
(1,340건)

 〉 ③ 1월
(1,279건)

 순

   

< 최근 3년 화재·안전사고·구급 대응활동 현황>

 

구 분 
최근 3 년(12 월) 화 재 안전사고 구 급

출 동 인명구조 출 동 인명피해 출 동 인명구조 출 동 이송인원

계(12 월) 154,104 88,214 1,492 77 30,229 5,272 122,383 82,865

월평균(건) 51,368 29,405 497 26 10,076 1,757 40,794 27,622 

연비율(%) 8.42 8.61 8.58 9.83 7.80 8.26 8.59 8.63 

최근 3 년
(월평균)

1,829,804
(152,484)

1,024,69
7

(85,391)

17,382
(1,449)

783
(65)

387,530
(32,294)

63,839
(5,320)

1,424,892
(118,741)

960,075
(80,006)

  ❖ 최근 3년간 12월은 안전사고 외 대응활동 현황이 월평균보다 많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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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로 인해 인체감염 우려에 대하여 철저한 예방조치 및 개인위

생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며, 겨울방학 기간 지카바이러스

(Zika virus) 해외여행 감염환자 유입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와 

관련기관의 신속한 정보공유 및 대응활동체계 구축 필요.

      ❖ 2016.11.28. 지카바이러스 양성자 추가
베트남(호치민)에 거주

 발생 : 누계 16명(환자 15, 무증상 감염자 1) 

        - 동남아 12명(필리핀 6명, 베트남 4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고, 남자 13명, 여자 3명

         

0
1
2
3
4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중남미 동남아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현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처상황(11.28.현재)

        - 발생현황(누계) : 6개 시·도, 41개 농장(음성 27, 진천 5, 세종 ‧ 포천 ‧ 양주 ‧ 청주 ‧ 천안 ‧ 아산 ‧ 김제 ‧ 해남 ‧ 무안 각 1) 

        - 살처분 : 6개 농장 373천 마리 / 66개 농장 1,688천 마리(닭 1,166천, 오리 522천) 

붙임  최근 11월 발생한 주요재난사고 및 과거 12월 발생한 재난사례 1부.  끝.

질병관리본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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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최근 11월 발생한 주요재난사고 및 과거 11월 발생한 주요 재난사례  

Ⅰ. 최근 발생한 주요재난사고 ( 2016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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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은평구 갈현로(갈현동) 단독주택 화재 대응활동 2016.11.3.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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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동작구 한강철교아래 수중 군사용폭발물 안전조치 대응활동 2016.10.14. ··········· 26

Ⅱ. 과거 12월 발생한 주요 재난사례  

    1. 은평구 녹번로6길(녹번동) 신축공사장 주변 붕괴위험 안전조치 2015.12.26. ··········· 32

    2. 용산구 한강철교 남단 수중 폭발물 안전조치 2015.12.10. ···················· 38

    3. 서초구 잠원로(잠원동) 뉴코아쇼핑센터 화재 2015.12.08. ···················· 40

    4. 양천구 국회대로 물류창고 화재 2014.12.27. (대응2단계)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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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발생한 주요재난사고 (2016년 11월)

1 성북구 정릉초등학교 급식(음식 알레르기)관련 대응활동  

※ 본 조사서는 재난대응활동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최종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음.

   □ 사고개요

     m 일 시 : 2016. 11. 3. (목) 13:48 ~ 17:45 (현장활동 상황종료)

     m 장 소 : 성북구 솔샘로25가길 8 (정릉동 798) 정릉초등학교

     m 개 요 : 정릉초등학교 중식으로 급식된 방어스테이크 ‧ 버섯탕수육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얼굴 발진 등 식중독 추정의 증상으로 구급대 병

원이송 (외래진료후 귀가)

       

《단체 급식 현황》  

 ▷ 급식현황 : 1,017명 (학생 932, 교직원 85) / 시간 : 12:20 ~ 13:00

               학교 자체운영 (영양사 1, 조리원 5)

 ▷ 급식방법 : 학교 내 조리실에서 식자재 이용 조리 후 각 학년 교실로 배급, 급식

 ▷ 메    뉴 : 쇠고기 미역국, 방어 스테이크, 버섯 탕수육, 배추김치, 우유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110명 (소방 70, 보건소 11, 경찰 29)

     m 장비 : 23대 (소방19 :지휘 1,구조 1,구급 15, 기타 2, 보건소 1, 경찰  3)

   □ 피해현황

     m 병원이송 현황 : 75명 (학생70, 교사5) - 119구급차 이송 (자력내원 제외)

         

의료기관
(12개)

계 노원
을지 한일 고대

안암 경희대 상계백 국립
중앙 서울대 성바

오로
성북
중앙

강북
삼성 서울백 기타

이
송
인
원

계 75 12 11 10 7 11 5 3 9 1 2 3 1

학생 70 10 11 10 7 9 5 3 9 ․ 2 3 1

교사 5 2 ․ ․ ․ 2 ․ ․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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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활동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중식을 먹은 학생 집단 알러지 증상을 보여 교직원 119 신고, 소방

력 긴급출동

     m 국민안전처보고 및 유관기관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서울시생활보건과,  

서울교육청 ․ 성북교육지원청, 성북구청 ․ 보건소, 경찰) 상황전파

     m 관할 성북소방서 소방력 출동 및 인접 소방서 구급대 추가출동 조치

     m 구급대 식중독증상을 보이는 학생 및 교사 인접의료기관 분산이송

     m 총 75명 (학생 70, 교사 5) 구급대 이송완료 및 현장잔류길음구급대 

등 소방력 현장활동 상황종료 

         ※ 보건소관계자 급식물 ‧ 식자재 역학조사 /이송환자 외래진료 (대변검사등)

     

현장전술 검토회의 결과 (개선사항)

❖ 현장활동 문제점

   ⇒ 75명의 다수 환자 발생으로 구급차량 확보 및 병원 확보에 어려움

   ⇒ 유관기관 등 관련 담당자 등의 출동 시간이 지연됨

❖ 향후 조치 및 개선사항 

   ⇒ 다수 환자 발생시 환자 증상을 신속히 파악하여 중증 환자부터 신속히 이송조치 

   ⇒ 인근 병원 구급차 및 보건소 구급차량을 파악 유사시 출동조치

   ⇒ 유사시 인근 병원 환자 수용 파악 하여 환자 분산 이송  

   ⇒ 유관기관의 지속적 훈련과 비상연락체계 확보 등으로 상황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현

장 합동 대응체계 구축

     m 시간대별 주요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13:48 상황접수 및 출동지령(성북구 정릉동 798) 지령방송

13:49 출동 중 각 소방대에 안전확보, 안전운행 등 무전 전파 무선전파

13:50 구조대(성자 100) 추가 출동 요청 무선전파

13:51 삼각산 구급대 현장도착 후 상황속보 무선전파



- 18 -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13:52 구급대 5개대 추가 출동 요청 무선전파

13:53 방재센터에 유관기관 출동 요청(경찰, 구청 관련부서) 무선전파

13:55 지휘차 및 각 구급대 현장도착, 현장활동 개시 현장활동

13:56 안전담당 현장통제선 설치 및 현장 통제 현장활동

13:58 삼각산 구급대 고려대병원 3명 이송 현장활동

14:03
인접 구급대 추가 출동 요청

SNS 상황판 및 이송환자 현황 작성

무선전파

현장활동

14:05 종암6-6 구급대 경희대병원 4명 이송 현장활동

14:07 경찰 현장 도착 및 현장활동 개시 현장활동

14:13 방재센터에 SNS 초기 상황보고 현장활동

14:14 구급대 추가 출동 (연건, 용두, 숭인) 무선전파

14:15 종암6-1, 길음6-3, 미아 구급대 식중독 의심 환자 9명 병원이송 현장활동

14:16 번동, 창동, 길음6-5 구급대 식중독 의심 환자 11명 병원이송 현장활동

14:20 추가 구급대 현장 도착 무선전파

14:21 우이, 연건, 용두, 숭인 구급대 식중독 의심 환자 15명 병원이송 현장활동

14:25 삼각산, 종암6-6, 장위 구급대 식중독 의심 환자 10명 병원이송 현장활동

14:37
구급대 15대, 병원 이송환자 52명 확인 및 상황보고

지휘1팀장 1차 브리핑(Jtbc, YTN)

현장활동

현장활동

14:49 구급대 1대(미아) 식중독 의심 환자 1명 병원이송 현장활동

14:50 구급대 1대(하계) 식중독 의심 환자 2명 병원이송 현장활동

14:58 보건소 관계자 11명 현장 도착 현장활동

15:12
구급대 2개대(월계, 삼각산) 식중독 의심 환자 5명 이송

(현재 총 60명 이송)
현장활동

15:17 구급대 1대(종암 6-6) 식중독 의심 환자 4명 이송 현장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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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및 참고사진

       

현장활동 사진(정릉초등학교) 현장지휘소 설치 등 현장안전조치

상황보고(언론브리핑) 상황판 작성 및 SNS 상황전파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15:20 구급대 1대(길음 6-3) 식중독 의심 환자 2명 이송 현장활동

15:27 구급대 1대(우이) 식중독 의심 환자 3명 이송 현장활동

15:41 구급대 2대(번동, 길음6-5) 식중독 의심 환자 2명 이송 현장활동

16:08
구급대 1대(길음 6-3) 식중독 의심 환자 3명 이송 

(현재 총 75명 이송)
현장활동

16:08 지휘팀장 2차(최종) 브리핑 (YTN) 현장활동

16:10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상황 없음 무선전파

16:12 방재센터에 최종 SNS상황보고 현장활동

16:15 구급대 1대(길음6-5) 현장 대기 조치 후 지휘차 비철 현장활동

17:45 현장활동 상황종료(대기중 길음구급대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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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평구 갈현로(갈현동) 단독주택 화재 대응활동  

※ 본 조사서는 재난대응활동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최종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음.

   □ 화재개요

     m 일 시 : 2016. 11. 3.(목) 23:33 ~ 03:00 (현장활동 종료)

         ※ 선착대(진관) 도착 (23:38) → 초진(23:46) → 완진(11.4. 00:11)

     m 장 소 : 은평구 갈현로41나길 3(갈현동) 단독주택 1층

       

《화재발생 건축물 현황》
 

 ▷ 구 조 :  양식 철근콘크리트/세멘트브럭조 1층 와가 2동 4호

     총면적 234.08㎡, 중 1동 3호 101.12㎡, 중 1호 33.70㎡

 ▷ 사용승인 : 1970. 12. 1.

     m 기 상 : 온도(10℃), 날씨(맑음), 습도(61%), 풍향(북), 풍속(0~4m/s)

     m 원 인 : 조사중

     m 개 요 : 주택 1층 마당의 쓰레기 적치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

생하여 거주자가 사망(현장 안치)하고 처마일부가 소실된 화재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78명 (소방 50, 경찰 10, 구청 4, 한전 2, 가스 2, 의소대 10명)

     m 장비 : 22대 (소방 14, 경찰 5, 구청 1, 한전 1, 가스 1)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1명(사망 1, 여 70세) ※ 소사 상태로 현장안치

     m 재산피해 : 1,972천원 (부동산 1,772천원, 동산 200천원) 추정

        - 부동산 : 1동 3호 101㎡ 중 1호 33㎡중 15㎡ 소실

        - 동 산 : 냉장고, 가스레인지, 기타 가재도구 등

   □ 재난대응 활동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선착대(현장대응단 진압대)도착 당시 단독주택 마당에서 불꽃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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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65mm수관 3본, 탱크차에서 45mm 3본을 

전개하여 화점에 집중방수 화재진압

     m 녹번대는 65mm수관 5본 전개 건물 전면쪽 화점에 집중방수 

     m 역촌대는 65mm수관 5본 전개 건물 우측면쪽 건물로 연소확대 저지

     m 후착대(홍은, 북가좌)는 건물로 진입 인명검색 실시

     m 구조대(은평, 서대문) 도착 즉시 건물내부로 진입 요구조자 검색 

     m 구급대는 소방용수 점유 및 교통통제 실시

     m 공기호흡기 등 개인 안전장비 착용 후 현장활동으로 안전사고 방지

     m 화재발생 지점 주변 화이어라인 설치하여 주변 통제 실시

     m 재난조사, 감식은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실시

     m 화재발생 동영상 촬영하여 영상전송 실시

     m 안전담당은 건물구조 등 정보제공 및 상황전파 실시로 대원 안전확보를 

통해 원활한 작전수행 전개 실시

     m 시간대별 주요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23:33 신고 접수 및 출동 : 은평(지휘, 진관P․T, 역촌P․T, 녹번P․T․구급․
굴절, 구조100․200, 수색P․구급), 서대문(홍은P), 종로(신영T) 출동

지휘통제계획

23:38 선착대(진관대) 현장 도착(65mm 3본 전개후 발화장소 방수) 무전전파

23:42 2착대(녹번대,역촌대) 현장 도착(65mm 5본 전개), 후면 진입 

연소확대 방지
무전전파

23:43 재난현장 통제구역 설정(통제선 설치), 상황판 작성 및 인명

검색 및 연소확대 포위주수 지시
무전전파

23:45 3착대(북가좌펌프,신영탱크) 현장 도착 무전전파

23:46 초진 무전전파

23:50 인명구조 요구조자 발견(현장안치 및 경찰인계) 현장활동

23:57 서울종합방재센터 사망자 발생 무전보고 무전전파

00:02 SNS활용 서울시 현장대응단에 상황전파 무전전파

00:08 한전도착 활동개시 현장활동

00:11 완진 무전전파

00:25 2차 인명검색 실시 및 화재감식조사(유류채증 등조사) 무전전파

02:03 본부 현장대응단 화재조사팀 현장도착 무전전파

03:00 현장활동 상황종료 무전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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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술 검토회의 결과 (개선사항)

❖ 재난활동상 문제점

  ⇒  선착대 도착 시 초기현장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정보 제공 및 선착대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활동 전개 실시(다량의 쓰레기로 화점 접근 및 요구조자 검색 어려움)

  ⇒ 사회적·지리적 환경문제 : 갈현로 41나길3길은 골목길협소로 교행 및 교차 차량으로 인

해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에 장애요인

❖ 향후 대책 및 개선사항

   ⇒ 신속한 화재현장 출동을 위한 소방차 길 비켜주기, 이면도로 불법주차 근절 등 시민

들의 성숙한 의식 변화 필요 

   ⇒ 신속한 차고탈출 및 최적의 출동로 선정으로 최단시간 현장도착 및 인명구조 활동 강

화를 위한 사항 지속적 추진

   ⇒ 홀몸노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추진관련 : 상기화재의 경우 홀몸노인의 거

주자 장소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저렴한 실버타운 건립하여 

건강 및 안전관리가 보장되는 주택(행복형아파트)을 보급하여 홀몸노인의 소방안전 및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건강관리 

   ⇒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요령 등 대국민 교육 확대

  □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초기 연소 확대 및 화재진압 대응활동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종료 상황(내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종료 상황(외부) 화재진압 후 요구조자 위치(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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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기념관 화재 대응활동  

※ 본 조사서는 재난대응활동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최종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음.

   □ 화재개요

     m 일 시 : 2016. 11. 24 .(목) 07:57 ~ 16:25  (현장활동 상황종료)

         ※ 선착대(연희대) 도착 (08:04) → 초진(08:13) → 완진(10:19)

     m 장 소 : 서대문구 연세로50 (신촌동) 연세대학교『언더우드가기념관』

       

《화재발생 건축물 현황》
 

 ▷ 구조/규모 : 한식 석조 기와 2/1층 총면적 404.00㎡

 ▷ 건축연혁 : 1927년 언더우드가사택용도로 건축(2008년 개보수)

 ▷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인 H. G. Under Wood(원도우)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기념하기 위해 기거했던 사택 내부의 모습을  

복원, 사진 및 서적 등을 중심으로 전시하여 2003년10월28일 개관

     m 기 상 : 온도(-1.1℃), 날씨(맑음), 습도(29%), 풍향(서), 풍속(0~4m/s)

     m 원 인 : 조사중(건물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발화추정) 

     m 개 요 : 기념관 건물 지하 1층 보일러실  내 난방용기름보일러 부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 천장 및 내벽목재가 소실, 상층부 연소확대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128명 (소방 92, 경찰 20, 한전 2, 가스 2, 기타 12)

     m 장비 : 35대 (소방 27, 경찰 5, 한전 1, 가스 1, 구청 1)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1명(부상 1, 소방관 여 32세) ※ 화재진압 중 2층 지붕 추락

     m 재산피해 : 79,049천원 (부동산 46,615천원, 동산 32,434천원) 추정

        - 부동산 : 2 / 1층 404㎡ 중 145㎡소실 (지하1층 - 15㎡, 1층 - 50㎡, 2층 - 80㎡)

        - 동 산 : 기름보일러, 온수기, 사무집기 및 가구등 기타집기류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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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활동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선착대(현장대응단 진압대)도착 당시 단독주택 마당에서 불꽃과 연기

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65mm수관 3본, 탱크차에서 45mm 3본을 

전개하여 화점에 집중방수 화재진압

     m 언더우드家 기념관 화재발생 신고 접수 /  초기 소방력 집중 투입

     m 국민안전처 및 유관기관 (서울시안전통합상황실, 경찰등) 상황전파

     m 선착대 (현장대응단) 도착 / 인명검색 및 화재진화, 현장 안전통제

     m 서대문소방서장현장소방력 지휘 / 본부현장대응단 출동 상황관리

     m 진압대원 1명 부상 구급대 응급처치 병원이송 / 관계자 2명 단순연기

흡입 현장처치

     m 초진 (08:13) 완진 (10:19) / 잔불진화 및 위험요소제거등 안전조치철수

     m 지휘차 도착 즉시 현장활동 촬영 및 전송

     m 안전담당은 건물구조 등 정보제공 및 상황전파 실시로 대원 안전확

보를 통해 원활한 작전수행 전개 실시

     m 시간대별 주요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07:57  최초 상황 신고 접수 및 출동 지휘통제계획

08:04 연희대, 지휘차 현장도착 및 현장건물 상황 판단 실시 무전전파

08:05 현장안전 통제선 설치 및 주변 통제 실시 무전전파

08:05 서대문 구청, 경찰서, 추가 소방력 동원 요청 무전전파

08:14 1차 무전 상황 판단 회의 후 화재 초진 선언 무전전파

08:15 서대문소방서장 현장도착. 현장지휘권 이양 실시 무전전파

08:25 본서 추가 소방력 동원(인원, 장비 등 출동인원 요청) 현장활동

08:31 2차 상황판단 회의 후 인명피해 없음 확인 무전전파

09:04 한전, 유관기관 현장도착. 활동실시 무전전파

09:05 인명검색 실시 한 바 특이사항 없음 확인 현장활동

10:19 상황판단 회의 후 완진 선언 무전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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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술 검토회의 결과 (개선사항)

  ⇒  언더우드家  기념관은 소방대상물 현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방의 사각지대에 놓

여 있는 상태였음. 초기 소화를 위한 관계자 부재에 따른 정보가 부족하였으며 건축
물 구조 외관상 석조 건물로 보였으나 내부 벽체 및 마감재는 목조 재료가 상당 부분 
사용된 것으로 파악

  ⇒  화재발생 초기 최초 관계자가 지목한 지하층 화점에 대한 신속한 방수가 이루어 졌으나, 

건물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내부벽체 피트부분에서 계속적인 훈소 발화가 진행

   ⇒ 선착대 차량 부서위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계속적인 수원의 공급을 위해 소

화전 확보시간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보임. 화재현장 활동 공간에 협소한 관계로 차량 
대 차량으로 수원을 송수할 수 있는 중계 방수는 원활히 이루어 짐 

   ⇒ 현장대응단은 정확한 현장상황 판단으로, 명확한 업무분담 및 작전수행을 통해 성공적인 

초동 진압을 하였으나, 건물 구조 특성상 피트 부분에서 계속적인 열축적에 따른 훈
소 형태 발화가 이루어 진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소방활동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발생 위치도(연세대학교 언더우드家) 화재초기 연소상황 및 화재진압 대응활동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활동 화재진압 후 요구조자 위치(평면도)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10:20
최종 인명 검색 실시 한 바 특이사항 없음 확인
언론 브리핑 실시

무전전파

10:40 부상자 1명(소방공무원) 세브란스 병원 이송 무전전파

16:25 잔화정리 등 현장활동 종료 무전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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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작구 한강철교아래 수중 군사용폭발물 안전조치  

※ 본 조사서는 재난대응활동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최종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음.

   □ 발생개요

     m 일 시 : 2016. 11. 24.(목) 09:43(폭발물 119신고)
08:00(최초발견)

 ~ 11.28.(월) 13:22 (현장상황 종료)

         ※ 11.24.(목) 대응1단계 발령(14:30) → 박격포탄 8발 조치완료(11:30) → 

항공탄(AN-M65) 수중 확인(12:05) → 대응1단계 해제(17:03)
시계불량으로 11.28. 인양 협의

         ※ 11.28.(월) 합동회의(09:00) → 대응1단계 발령(09:000) → 인양작업(10:00) 

→ 인양완료(12:14) → 뇌관해체(12:47) →  대응1단계 해제(13:08)

     m 장 소 : 동작구 한강철교 아래(용산방향 4~5번 교각사이 수심 7m)

     m 개 요 : 한강청소업체가 수중청소 중 한강철교 아래 한국전쟁 당시 사용한

미군용 박격포탄(8발)
11.24(금)조치완료

, 항공탄(1발)
11.28(월) 인양조치

 폭발물 발견

       

《폭발물 제원》

  ▷ 폭발물 : AN-M65 항공탄(1950년 한국전 美 공군 항공탄)

  ▷ 제  원 : 전장 1.2m 중량 1,000파운드(453kg) 

  ▷ 일반뇌관 : 전방 103계열, 후방 100계열 

  ▷ 살상(위험)범위 : 수중폭발(수중 300m + 수직 1.4km) 지상폭발(1.4km),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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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 원 : 79명(소방 50, 경찰 13, 군인 9, 한강관리사업본부 7)  

     m 장 비 : 15대(소방 8, 경찰 1, 예인선 1, 바지선 1, 보트 3, 관공선 1)

       ❖ 소방 8대-동작(지휘1, 구조2, 구급1), 재난회복1(도봉), 견인1(동대문), 수난2(여의도, 반포)

   □ 재난대응 활동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대응기관 상황판단 합동회의 및 역할분담

        - 공군(제10전투단) : 항공탄 폭발물 해체작업(EOD 폭발물처리반)

        - 수방사(52사단) : 대공용의점 분석 및 현장관리 

        - 경찰청(경비과) : 주변통제(용산경찰서), 폭발물 해체지원(한강경찰대)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동작소방서 특수구조단 한강사업본부 

폭발물 인양현장 
긴급통제ㆍ현장관리

철도, 교량, 교통 등 
기관협력 비상상황관리 

위기상황대비
육상통제ㆍ자원지원 

민간선박통제
수상안전관리

관공선 통제

바지선 지원

        

 군용 폭발물처리 대민지원 요청 시 서울시 긴급구조기관 업무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제37조(응급조치)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제13조(구조구급활동) /「소방기본법」제16조의 2(소방지원활동)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수난구호의 관할) 

 ⇒ 폭발물 처리현장에서 재난사고 등 우발사태대비 수행기관 현장안전 지원

         ※ 상황전파 : 한국철도공사, 교통정보센터 등 관련기관

       

《군용폭발물 업무처리 (국방부 & 경찰청 )》

   군용 폭발물처리 대민지원에 관한 국방부와 정부부처 간 합의서(2006.04.28.)

구 분 항공탄 지상탄 해상탄

처리기관 공군 육군 해군 

지원기관 경찰서 : 교통통제 등 업무처리 지원

기관명 부서명 폭발물 처리  비고

행정자치부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폭발물 처리 업무총괄

(대민홍보, 지역통제, 우발산태 조치 등)
경비과

국방부
공군

(제10전투여단) 

폭발물 인양 및 처리

(폭발물 안전조치 및 현장정보 제공 등) 
폭발물처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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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인양작업 계획

       

     m 조치결과 

        - 합동회의(09:00) : 소방재난본부 주재 소방, 공군, 경찰 합동회의 실시   

        - 인양작업(10:00) : 작업준비, 수중탐색, 장비결속, 안전확인, 선상인양    

공 군 소 방 경 찰 한강사업본부

수중인양, 뇌관제거 현장안전, 선상인양, 하역 선박운항통제 바지선 지원

        - 뇌관제거(12:47) : 한강대교 하류 500m지점이동 폭발물 전후방 뇌관제거

        - 하역후송(13:35) : 이촌지구 한강공원 선착장 폭발물 선상하역 및 차량후송

        - 후송조치(14:48) : 공군 서울비행장(성남소재) 軍폐탄약저장고 보관폐기예정

    m 시간대별 주요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2016.11.24.
09:43

동작구 노량진동 316-1 한강철교 남단 폭발물 신고접수  즉시 출
동(한강청소 작업 중 발견 -합동종합건설)

09:45 한강경찰대 및 반포 수난구조대 도착, 육상 및 수상 안전통제 실시
09:50 112한강경찰대 수중물체 폭발물 확인
09:52 군부대 15전투비행단 폭발물처리반(EOD) 지원요청

10:10
동작 지휘차 현장도착 및 항공탄 249.9kg 수중 확인 및 바지선위 
박격포탄(가로60mm) 8발 확인

10:15 동작소방서장 현장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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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11:30
육군 50탄약대대 폭발물 처리반 도착 및 바지선 위 박격포탄 8발 
수거 완료 후 복귀

12:05 공군15전투 비행단 폭발물처리반 현장도착, 수중폭발물(항공탄) 확인
13:30 유관기관 현장상황판단회의(용산경찰서, 한강사업본부, 공군폭발물처리반)
14:26 예인선(10t) 및 바지선(21t) 도착
14:30 대응1단계 발령
14:35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도착
14:39 동작 구조대 도착, 활동개시
14:41 긴급구조통제단 차량 본서 출발(차량2, 인원 15명)
14:46 견인차 지원요청
14:50 제1차 유관기관 대책회의
14:50 특수구조대 출동(100, 200, 400)
15:00 동작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현장도착, 가동
15:05 특수구조대 현장도착(100, 200, 400)
15:10 도봉소방서 회복차 요청

15:10
인양 작업 시 폭발우려 반경 1.4km이내 차량 및 인원 통제관련 유
관기관 협조요청(동작경찰서, 한국철도공사, 한강사업본부)

15:42 청소 크레인 도착
15:52 본부 지휘차 현장도착
16:02 재난회복차 현장도착
16:30 동작경찰서 경위 백○○외 3명 현장도착
17:03 대응1단계 해제상황종료(인양작업 불가로 추후 인양작업 등 실시)

11.28.
09:00

한강철교 남단 폭발물 신고 접수 및 출동

09:00 대응1단계 발령

09:00
한강경찰대 9명, 용산경찰서 보안계장 등 4명, 공군 EOD 반성수 
등 6명, 52사단 대위 최○○ 등 3명, 순찰대 보트 2대 현장도착

인원 22명, 
보트 2대

09:05 반포수난구조대 현장도착
09:10 노량진 구급대 현장도착
09:20 동작 지휘자, 동작구조대 현장도착
09:34 동작소방서장 현장도착, 특수구조단장 등 3명 현장도착
09:45 긴급구조 통제단 현장도착 및 가동
09:50 한강관리사업본부 관공선 1대, 여의도 수난구조대 현장도착 인원 2명
10:05 예인선1대, 바지선1대, 동대문소방서 레카차1대 현장도착 인원 4명
10:10 도봉 재난현장회복차 현장도착

10:15
1차 상황판단회의 실시(동작소방서장, 용산경찰서 관계자, 특수구
조단장 등)

10:27 현재 기상상황 수온 8도, 풍속 5m/s
10:32 바지선 폭발물 인양 준비
10:40 한강관리사업본부 순찰선 1대(2명) 현장도착 
10:50 공군 성남비행단 국방뉴스 취재단 중위 최○○ 등 5명 도착
10:51 폭발물 인양 준비시간 20분 정도 더 소요예정
10:57 바지선 위로 국방뉴스 취재단 5명 탑승
11:08 경찰 2명 입수, 수중 상태 확인
11:15 공군 EOD 2명 윈치 이용 폭발물 결속 예정 
11:19 폭발물 위치 수심 8m 확인, 경찰 2명 퇴수
11:20 폭발물 500파운드 1개 확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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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술 검토회의 결과 (개선사항)

❖ 재난대응 활동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  폭발물 처리와 관련된 폭발 우발사태, 재난사고 대비 긴급구조기관이 조치해야 

할 관계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세부 업무기준 마련검토

  ⇒ 철도, 지하철, 교통 등 폭발물 처리와 관련하여 우발사태 대비 시민피해 보상에 관

한 국방부, 경찰청 등 명문규정에 대한 세부 이행규정 협의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11:21 공군 EOD 2명, 경찰 1명 입수
11:30 경찰 1명 퇴수
11:32 공군 EOD 2명 퇴수(재잠수 준비-윈치 후크 결속준비차 퇴수)
11:34 공군 EOD 2명, 경찰 1명 재입수
11:37 잠수팀 3명(공군2, 경찰1) 퇴수, 폭발물 결속 완료
11:48 수평 윈치 이용 당김작업 완료
11:50 폭발물 철거 현장 구조대원 1, 촬영요원 1명 이동
11:55 공군 EOD 2명 폭발물 위험평가 및 뇌관 안전조치 차 입수준비
11:57 폭발물 제거현장 접근 민간보트 현장통제
11:59 뇌관 확인 차 공군 EOD 1명 입수
12:00 한강 철교 위 경찰 6명 배치완료
12:02 언론사(YTN) 3명 취재 차 방문
12:05 특수구조단 드론장비차량(400) 현장 출발
12:10 폭발물 수평윈치에서 수직윈치로 전환 완료
12:10 폭발물 수중 부상 완료
12:14 폭발물 바지선 위로 인양 완료
12:15 폭발물 뇌관 해체 작업으로 소방 및 유관기관 현장 철수
12:17 공군 한강대교 500m 중간 지점 뇌관 확인작업 예정

12:20
2차 상황판단회의 실시(유관기관 합동)
※ 회의내용 : 원효대교와 한강철교 사이 중간안전지점에서 안전성 평가 후 
뇌관해체 작업 실시, 중지도에서 공군EOD 수거 후 성남 공군비행장 이송예정

주변통제 및 
교통통제 
불필요

12:20 공군 EOD 현장 주변 통제상황 해제, 용산경찰서 인계
12:30 공군 EOD 폭발물 안전성 평가 후 뇌관해체 여부 판단 예정
12:33 여의도, 반포 수난구조대 주변 선박 통제 차 출발
12:38 수난구조대 안전지역에서 대기, 공군 EOD 작업 중

12:47 폭발물 뇌관 해체 작업 완료(이송 5분전)

12:47
동대문 레카차1대, EOD 4명, 현장요원 2명 이촌 한강경찰대로 폭
발물 이송(이촌에서 하역 예정) 

12:50 영등포 수난구조대 철수, 반포수난구조대 현장 대기
12:55 구조100, 200 이촌 한강경찰대로 출발
13:00 특수구조단 드론장비차량(400) 철수
13:05 이촌 선착장 도착(하역작업 20분 소요예정)

13:08 대응1단계 해제

13:22 현장활동 상황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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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및 참고사진

        

폭발물 발견 현장 위치도 수거된 박격포탄(8발)

폭발물 수중 부표 위치표시 폭발물 인양을 위한 수중탐색 작업

폭발물 선상 인양 폭발물 뇌관해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폭발물 이송을 위한 차량 하역



- 32 -

Ⅱ  과거 12월 발생 주요 재난사례

1 은평구 녹번로6길(녹번동) 신축공사장주변 붕괴위험 안전조치

   □ 사고개요

     m 일 시 : 2015. 12. 26 (토) 04:37 ~ 18:00(현장활동 상황종료) → 수습 

및 복구 진행

     m 장 소 : 은평구 녹번로6길 12-14 (녹번동 29-43외 2필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장 인근 주택 (13개동)

       

《공사 개요》
 ▷ 공 사 명 : 도시형생활주택 신축(녹번동 29-43)
 ▷ 신축규모 : 5/1층 2개동, 연면적 1,717㎡, 총 22세대
 ▷ 관 계 자 : 건축주 - ㈜다인 / 시공사–거성종합건설
               터파기 공사 - ㈜ 도시산업개발
 ▷공사진행 : 신축허가 - 2015. 12. 15, 착공 - 2015. 12. 22
                  총 공사기간 약 5개월 소요
  ※ 터파기 공사 - 12. 18 시작, 12. 31 완료예정

     m 원 인 : 신축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추정

     m 개 요 : 도시형생활주택 (5/1층) 신축 터파기공사장 주변 인근 주택 담장 ‧
외벽 등에 균열발생 등으로 붕괴위험으로 안전조치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1명(경상- 두부열상ㆍ타박상 및 다리통증호소, 은평구청 건

축과등 관련 직원들이 현장출동, 안전진단중 일부 무너진 담장에 부상)

        ※ 주민대피 현황 : 주택 13개동, 50세대 137명

       

구분
계

대피
기 타

소계 모텔 친인척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비고

계 50 137 34 97 31 85 3 12 16 40
1차  소계 20 47 18 45 16 38 2 7 2 2

1차 인접건물
(E등급) 3개동

 7 18 7 18 6 14 1 4

1차 인접건물
(D등급) 5개동

13 29 11 27 10 24 1 3 2 2
소재미파악 1
장기입원 1

2차 피해예상건물
(인접건물 뒷편 5개동) 

30 90 16 52 15 47 1 5
8 22 자택 거주 22

6 16
해외체류 5
군대 등 11

     m 건물피해 : 은평구 녹번로6가길 7-14 주택 등 8개동 담장 및 외벽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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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 원 : 101명 (소방22,의소대52,경찰10,구청8,한전2,도시가스2,수도사업소5)

     m 장 비 : 11대 (소방5-지휘1,펌프1,구조2,구급1,구청2,한전1,도시가스1,수도사업소2)

   □ 재난대응 활동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12.26. ~ 12.27.)

     m 주택 내 가스냄새 신고접수, 소방력 출동 현장통제 및 도시가스 차단

     m 국민안전처, 시통합안전상황실 보고 및 유관기관 (은평구청,경찰,도시가스등)상황전파

     m 소방력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 인근 주택 담장 ‧외벽등 균열발견 붕괴우

려로 거주자 안전대피유도 및 유관기관 (구청, 경찰등) 출동 요청

     m 도시가스가스차단 (8가구),한전전기차단 (3가구)확인,이재민(16가구38명)구청인계 구호요청

     m 은평구청 건축과 담당직원들에게 현장상황인계후 소방력 철수 (08:30)

     m 현장 안전진단 및 점검 중이던 구청직원 부상 119신고접수, 소방력 출동(11:26)

     m 구급대 부상자1명 응급처치 병원이송, 은평소방서 지휘대 현장 상황관리

        (은평소방서장 현장 지휘 - 재난관리과장 및 내근팀장간부 현장출동)

     m 파손우려 지중상수도배관 (80mm) 40m구간을 지상노출배관으로 교체 통수 (12:00)

     m 신축공사장(터파기) 굴삭기, 덤프트럭 동원 흙 되메우기 작업진행(12:00)

        ※ 이◯◯ 국회의원 현장 방문 (12:20) -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은평구갑 (5선)

/ 국토교통위원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m 붕괴우려 주택 공급용 지중 도시가스 배관에 임시 비상밸브 설치 (13:00)

        ※ 신축 공사장 흙 되 메우기 및 붕괴우려 주택 지지대 설치 작업 계속 /

은평구청 및 신축 공사 건축주 협의

     m 구급차(은평6-6호) 및 내근 팀장급(검사지도팀장) 현장 근접배치(15:00)

     m 은평구청 현장작업종료 - 익일 작업 재시작 예정 (17:20)

     m 신축공사장 흙 메우기 실시 (포크레인 2대 덤프 5대) (12.27. 07:00)

     m 구급차(6-6호) 및 내근팀장급 (구조팀장 외 3명) 현장 근접배치 (07:00)

     m 구청주관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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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04:37 상황접수 및 출동지령(녹번펌프), 한전, 도시가스, 경찰 출동 요청 출동지령서

04:45 선착대(녹번펌프) 도착 무선전파

05:01 현장주변 안전진단(은평구청), 가스점검(도시가스), 교통통제(경찰) 대면조치

05:07
추가 출동지령(지휘차, 구조대, 녹번구급)
즉시 교통통제 및 통제선 설치 등 안전조치

무선전파

05:15 후착대 도착(지휘차, 구조대, 녹번구급), 통제선 설치 완료 무선전파

05:20 주민 38명 대피완료 – 은평구청 임시대피소 지정(구청 5층 은평홀) 무선전파

05:40 한전도착, 전기안전 조치 무선전파

07:30 서부수도사업소 도착 및 단수 무선전파

08:30 은평구청 인계(건축과장 장○○) - 상황종료 대면조치

11:26 2차 출동 지령(담장 붕괴로 인한 부상자 1명 발생) 출동지령서

11:29 현장 도착(녹번펌프) 무선전파

11:30 상수도 부분 통수 무선전파

11:32 현장 도착(지휘차, 녹번구급차, 구조대) 무선전파

11:40
부상자 구청직원 김○○(여,44세) 1명, 녹번구급대 → 강북삼성 이송
- 부상현황(머리 및 무릎 부상)

무선전파

11:42 국민안전처 사고방지 철저 지시 수보 후 전파 무선전파

12:00
상수도 완전통수 완료(지하 80mm배관 40m를 지상노출 배관 
50mm로 교체 후 완전 통수 완료)

무선전파

12:00
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 총무부장 조○○ 등 52명 교통통제 및 현장
상황 보조업무 실시함.

대면조치

12:20 이○○ 국회의원 현장 방문 대면조치

12:21 은평소방서장 및 재난관리과장 현장 확인 무선전파

12:40 다인건설 토사 메움 작업 중 무선전파

13:00 도시가스 매몰형 밸브설치 완료 무선전파

14:00 공사장 건물 건설장비 및 자재 활용 보강작업(되 메우기) 실시 무선전파

15:00 은평소방서장 지시사항 : 구급차 및 내근 탐장급 현장 근접배치 대면조치

15:00 현장상황 인계(녹번안전센터 구급대 6-6호 및 5호(검사지도팀장)  대면조치

17:00 지휘차 현장 확인 비발 무선전파

17:20 은평구청 - 현장 작업 종료 결정 – 27일(일) 아침에 작업 시작 대면조치

18:00 현장활동 상황종료(지휘차, 녹번 구급 6-6호, 검사지도팀장 5호) 무선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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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수습 및 지원대책 등 조치사항 (은평구청 복지정책과)

     m 구호물품 수령 및 지급현황(12.26. ~ 12.30. 현재)

         

연 번 일 자
지원인원 구호물품(수령,보관) 구호물품(지급) 구호물품(잔량)

비 고
세대 인원 적십자

(세트)
 은평
(개수)

적십자
(세트)

 은평
(개수)

적십자
(세트)

 은평
(개수)

1 12.26.(토) 13 35 28 91 16 35 12 56 　

2 12.27.(일) 13 43 - - 12 27 0 29

3 12.28.(월) 13 80
(서울시) 13 109

4 12.28.(월) 1 2 13 18 0 91

5 12.29.(화) 1 0 90

총 계 27 80 41 171 41 81 0 90 　

        ※ 12.26(토) 재해구호 물품지원 : 모포(담요) 40개

     m 이재민 피해수습 일자별 조치사항(12.26. ~ 12.30. 현재)

일자 수습조치 주요 사항 비 고

1일차

12.26.(토)

 ○ 06:00 : 피해주민 1차 보호시설 지정(은평구청 은평홀)

 ○ 23:30 : 피해주민 임시숙소 확보 및 배정 

  - 숙소확보 : 4개소 46호(CS 10호, 모텔몽 6호, 아비숑 10호, SOL 20호)

  - 숙소배정 : 4개소 34호실 74명 

2일차

12.27.(일)

 ○ 11:00 : 피해주민대표, 시공사, 관계공무원 대책회의

  - 참석인원 : 11명(주민대표 4, 시공사 3, 관계공무원 4)

  - 주요내용 : 임시주거대책, 식사 등의 모든 비용 시공사 부담

 ○ 19:00 : 피해주민 임시숙소 확보 및 배정 

  - 숙소확보 : 4개소 37호(CS 10호, 모텔몽 6호, 아비숑 8호, SOL 13호)

    ※ 기존 34호실 중 32호실(2실 퇴실), 신규 5호실 

  - 숙소배정 : 4개소 37호실 79명 (12.26일 → 34호 74명)

3일차

12.28.(월)

 ○ 17:00 : 건축주(시공사, 감리자) 피해주민 면담

  - 숙박 문제 : 2~3일 안에 모텔 전체 임대 추진

  - 식사 문제 : 개인비용 선 지출된 금액 지급(현금 지급방안 검토)

  - 장기대피주민 거주문제(위험건물 8동, 19세대)    

   ▸단기 또는 장기 임대주택 지원 약속(주민이 원하는 곳)

 ○ 22:00 : 피해주민 임시숙소 확보 및 배정(숙소확보 : 5개소 39호)

  - 숙소배정 : 5개소 39호실 85명 (12.27일 → 4개소 37호 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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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향후조치 및 지원사항

        - 공사현장 안정화단계 완료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

        - 정밀안전진단 기간: 주민과 협의 후 결정될 예정(주민 동의 중) 

        - 철거대상: 2개소→ 3개소로 변경 (녹번로6가길 7-11, 7-12, 7-14)

        - 임시대피자 현황 : 모텔 4→ 5개소, 대피인원: 74명→ 85명

        - 건축주(시공사)가 임시주거지 및 식사 등 편의제공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생계비, 주거비 지원 가능

        - 구 재해구호물품 및 적십자사 재해구호물품은 배정된 모텔로 지원

일자 수습조치 주요 사항 비 고

   ▸CS모텔(대조동 소재) : 10호실 22명(기존이용자)

   ▸모텔몽(응암1동소재) :  6호실 13명(기존이용자)

   ▸아비숑(대조동소재)  :  8호실 22명(기존이용자)

   ▸sol모텔(대조동소재)  : 13호실 24명(기존21명, 신규 3명)

   ▸선일모텔(대조동소재) : 2호실  4명(신규)

     ※ 피해주민중 임시거주(모텔) 희망시 추가확보 배정

4일차

12.29.(화)

 ○ 17:00 : 피해주민 임시숙소 확보 및 배정 

   - 숙소확보 : 5개소 40호

   - 숙소배정 : 5개소 40호실 85명 (12.28일 → 4개소 39호 85명)

   ▸CS모텔(대조동 소재) : 10호실 22명(기존이용자)

   ▸모텔몽(응암1동소재) :  6호실 12명(기존이용자)

   ▸아비숑(대조동소재)  :  8호실 22명(기존이용자)

   ▸sol모텔(대조동소재)  : 14호실 25명(기존24명, 기존 추가1명)

     ·모텔몽 0세대 1명→ sol모텔 0세대 1명, 1호실 증가

   ▸선일모텔(대조동소재) : 2호실  4명(신규)

     ※ 피해주민중 임시거주(모텔) 희망시 추가확보 배정

5일차

12.30.(수)

○ 12.30(수) 10:00 : 병물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000개 수령

  - 녹번동 붕괴건물 피해주민 회의실(본관 7층) : 100개 지급

  - 모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리수 요청 시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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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및 참고사진

     

신축(도시형생활주택) 공사장 및 붕괴우려 위치도 붕괴사고 인명구조 대응활동

담붕괴 현장(부상자 발생)

신축 공사장 및 인근 주택 붕괴 위험지역 상황

붕괴 위험지역 안전조치(통제선 설치 등) 수습 및 복구(도시가스, 상수도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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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산구 한강철교 남단 수중 폭발물 안전조치

   □ 발생개요

     m 일 시 : 2015. 12. 10.(목) 11:38 ～ 12. 11.(금) 06:00 (현장상황 종료)

     m 장 소 : 용산구 이촌동 323 한강철교 남단아래

     m 개 요 : 한강사업본부 한강 청소업체가 수중청소 중 한강철교 용산

방향 4~5번 교각사이 수심 7미터 폭발물 발견 

       

《폭발물 제원》

▷ 폭발물 : AM-N65 항공탄(1950년 한국전 미국 공군 항공탄)

▷ 제  원 : 전장 1.2m 중량 1,000파운드(454kg) 

▷ 일반뇌관 : 전방 103계열, 후방 100계열 

▷ 살상(위험)범위 : 수중폭발(수중 300m + 수직 1.4km)

                   지상폭발(1.4km), 5,000℃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 원 : 5개 기관 93명(소방 66, 경찰 15, 공군 6, 수방사 2, 한강사업본부 6)  

     m 장 비 : 선박 5척(소방 2, 경찰 2, 한강사업본부 1), 차량 25대

        ※ 폭발물 인양장비 : 수난구조대 보유 수중리프팅세트, 중량물 인양

윈치, 견인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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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활동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대응기관 상황판단회의 및 역할분담

        - 공군 : 항공탄 폭발물 해체작업(공군 제10전단 EOD 폭발물처리) 

        - 경찰 : 주변통제(용산경찰서), 수상통제(한강순찰대)   

        - 서울시 : 총괄지휘(소방재난본부), 육상안전(용산소방서), 수상안전

(수난구조대), 현장의료(용산소방서), 장비지원(한강사업본부)   

        - 수방사 : 안전지원(수방사 52사단)

     m 조치결과 – 조치기준 『군용 폭발물처리 대민지원 합의서』(국방부)에 의함

        - 상황판단회의(23:30) : 소방재난본부장 주재 소방, 공군, 경찰, 한강사업본부 

        - 폭발물해체 : 작업준비(01:00), 수중인양(02:12) 선상인양(02:30), 뇌관해체(04:25)  

공 군 소 방 경 찰 한강사업본부

수중인양, 뇌관제거 현장안전, 선상인양, 하역 선박운항통제 바지선 지원

        - 폭발물운송 : 수상운송(04:44) → 하역작업(05:44) → 차량탑재(05:54)

        - 현장 조치완료(06:00) → 공군 수원 군폐탄약저장고로 차량운송(06:10)

        ※ 향후처리 : 공군 수원 군폐탄약저장고 임시보관 후 2016년 폐기예정

   □ 현장 및 참고사진

     

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소) 운영 폭발물 수중 및 선상인양 대응활동

뇌관 해체 및 하역 대응활동 차량탑재 및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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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초구 잠원로(잠원동) 뉴코아쇼핑센터 화재

   □ 화재개요

     m 일 시 : 2015. 12. 8. (화) 13:46 ∼ 18:00(현장활동 종료)

        ※ 초진(14:36),  완진(14:43)

     m 장 소 : 서초구 잠원로 37-6 (잠원동) 뉴코아쇼핑센터 강남점(본관)3층

       

《건축물 현황》

▷ 백화점 현황 : 이랜드 그룹 뉴코아 아울렛 (강남점) 리뉴얼 공사

   재개관 (2015.11.26)

▷ 백화점 규모 : 복합 도심형 아울렛 백화점 건물 2개동 5/2층

   연면적 : 68,000㎡

▷층별 매장현황 : 지하1층-식품전문관/ 1층-해외의류/ 2층- 여성의류, 잡

화,  인테리어매장/3층-아동복, 여성의류/ 4층- 스포츠매장/5층-식당가 등

     m 기 상 : 온도(8℃), 날씨(맑음), 습도(70%), 풍향 및 풍속(서풍, 2.5㎧) 

     m 원 인 : 부주의(용접불티)

     m 개 요 : 건물 3층 외벽 석조보수공사를 위해 스카이고소작업차량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건물 구조물과 외벽 사이의 창틀 바닥으로 튄 용접불티가 바닥 

위에 쌓여있던 종이박스 위로 떨어져 착화 발화된 화재로, 3층 매장(아동‧해외

아동 전문관) 내부 의류창고가 소실된 화재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없음 (단순연기흡입 4명)

     m 재산피해 : 214,252천원(부동산 89,237천원, 동산 125,015천원)

        - 부동산 : 3층 1동 2,942.59㎡ 중 150㎡ 소실, 50㎡ 그을림

        - 동  산 : 의류(상품), 시스템에어컨 등 기타 집기류 소실

        ※ 화재피해경감액 : 총 2,636,745천원(부동산 2,511,730천원, 동 산 125,01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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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 원 : 270명 (소방150, 경찰90, 구청10, 한전3, 가스2, 의소대 5, 기타 10)

     m 장 비 : 50대 (지휘 1, 펌프 9, 탱크 13, 고가 4, 굴절 3, 구조구급9, 기타 11)

   □ 재난대응 활동상황

     m 쇼핑센터 다수의 화재신고 접수, 특수구조단 및 관할 소방서 소방력 집

중투입 출동

     m 소방력 쇼핑센터 각 층별 분산 투입 쇼핑객 안전대피 유도 등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

     m 국민안전처 보고 및 유관기관 (서울안전통합상황실, 경찰 등) 상황전파

     m 국민안전처 장관,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지시사항 - 인명구조 ‧ 화재진압 활

동 및 현장대원 안전사고 방지철저

     m 서울소방 4방면 지휘 본부장 (예방과장) 및 현장대응단장 출동 / 서초소방

서장 현장지휘

     m 백화점 각 층별 쇼핑객, 관계자 안전대피 유도 (250명) 및 단순 연기 흡입

자 4명 병원진료 후 귀가

     m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13:48 상황접수 및 출동지령 지휘통제계획

13:49 지휘팀장 진압대원 안전유의 인명검색 우선, 화재진압, 연소방지 철저 지시 무선전파

13:50

감식담당 안전지도상 내용 전파
 - 장애인 거주정보, 교통사항, 건물현황 등
 - 인근소화전 공소 4113호, 4114호, 4107호 지상식 3개소
 - 자력대피 곤란 장애인 정보 없음 / 쇼핑센터 영업중임을 전파.

무선전파

13:51 지휘팀장 잠원대, 구조대, 반포대에 현장 도착시 요구조자 구조 우선 지시 무선전파

13:52

잠원대 현장 도착, 불꽃과 연기 다량 분출 보고후 활동개시
 - 수관 45mm 6본 전개 후 옥내 진입
 - 방수포 사용 건물 전면 3층 외벽 화재진압 실시 
지휘팀장 잠원대에 인명대피 유도 및 화점층 인명검색 철저 지시

무선전파

13:53
지휘대, 반포대 구조대 현장 도착 즉시 활동개시
 - 지휘팀장 건물 전면 3층에서 다량의 불꽃과 연기 분출 상황전파

무선전파

13:54 지휘팀장 구조대 등 전대원에게 요구조자 검색 및 연소방지 주력 지시 무선전파

13:54 안전담당(감식담당) 현장 통제선 설치 및 주변 통제 실시 현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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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13:55
반포대 현장 도착 활동개시
 - 수관 45mm 6본 전개 후 옥내 진입
 - 방수포 사용, 건물 전면 3층 외벽 화재진압 실시 

무선전파

13:56 반포대장 수관 전개, 옥내 진입 보고 무선전파

13:57
경찰 인력 도착(서초경찰서 소○○ 등 의경 포함 90명)
 - 지휘팀장 주변 교통 및 인원 통제 협조 요청함

현장확인

13:58
우면대 현장 도착
 - 수관 45mm 6본 전개 후 옥내 진입
 - 방수포 사용, 건물 전면 3층 외벽 화재진압 실시 

무선전파

13:58 서초서장 현장 도착(지휘팀장 상황보고) 현장 지휘 현장조치

13:59
지휘팀장 각 대 소화전 점유 보고 수보함
 - 잠원펌프 : 지상식 소화전 공소4114호 점유
 - 우면펌프 : 지상식 소화전 공소4107호 점유  

무선전파

13:59 잠원대장 3층, 4층 인명검색한바 이상없음을 보고 무선전파

14:00 서초구조대장 3,4,5층 인명검색한바 이상없음을 보고 무선전파

14:02
한국전력 강○○ 조장외 2명 현장 도착, 관련 업무 활동개시
 - 지휘팀장 담당자에게 전기 관련 차단여부 등 점검 협조요청

현장조치

14:03 용산구조대장 4층 추가검색중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 무선전파

14:04 지휘팀장 각 대 화점층 3층 화재진압에따라 방수포사용 중지 지시 무선전파

14:05
서초소방서장 각 대에 안전사고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구조대는 교차검색을 통해 인명검색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함

무선전파

14:06 SNS 전파 현장조치

14:11 서초소방서장 인명검색시 사각지대 철저 검색 지시 무선전파

14:15 4방면지휘본부장 및 본부 현장대응단(단장, 대원포함) 현장도착 현장도착

14:16
지휘팀장 3층 창고(화점층) 주변 연소우려 없음을 보고
 - 건물 외벽 철골 용접작업중 3층 의류창고로 연소되어 화재발
생된 것으로 추정보고(소실면적 약 80㎡)

무선전파

14:16
소방행정과장 언론브리핑(제1차) 실시
 - 통신담당 방송스피커로 언론브리핑 실시 예고 안내(14:10)

현장조치

14:25
특수구조대 현장 도착(활동개시)
- 지휘팀장 인명검색 철저 지시 

무선전파

14:35
의소대원 반포지대 하성관 등 5명 현장도착 활동개시
 - 지휘팀장 현장 수관 연장, 주변 통제등 소방보조활동 지시

현장조치

14:37
서초서장 지휘팀장으로부터 초진 및 추가 인명피해, 연소우려 
없음을 수보 

무선전파

14:37 소방행정과장 언론브리핑(제2차) 실시 현장조치

14:38
서초구청 부구청장 등 10명 현장 도착
- 소방행정과장 부구청장에게 상황설명후 구청 관련업무 협조요청

현장조치

14:39 서초구조대장 각층 방화문 및 유리문 개방 보고 무선전파

14:40 잠원대, 반포대, 우면대 각층 배연기 작동 보고 무선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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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14:41
반포구급대 공사장근로자 2명(남. 김○○, 남. 문○○) 단순연기
흡입 서울성모병원 이송

무선전파

14:42 소방행정과장 언론브리핑(제3차) 실시 현장조치

14:42
서초서장 지휘팀장으로부터 구조대 각대로부터 3,4,5층, 인명검
색한바 이상없음을 수보함 

현장보고

14:42 서초서장 각 구조대에 전층 인명 재검색 실시 지시 무선전파

14:43
서초서장 지휘팀장으로부터 완진 및 추가 인명피해, 연소우려 
없음을 수보함

무선전파

14:43
본부장님 지시사항 전대원에게 전파 
 - 대원 안전사고 발생치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무선전파

14:44
이태원구급대 공사장근로자 1명(남. 최○○) 단순연기흡입 서울
성모병원 이송

현장조치

14:45 소방행정과장 언론브리핑(제4차) 실시 현장조치

14:50
서울도시가스 정○○외1명 현장 도착, 활동개시
 - 지휘팀장 가스담당자에게 가스관련 점검 등 요청

현장조치

14:50 강남구조대장 3,4,5층 인명검색(이상없음)후 각 층 비상구 문 개방 보고 무선전파

14:58
강남구조대장 지휘팀장 지시로 전면 3층 외부대리석 제거작업 실시 
 - 현장 외벽공사에 사용중이었던 크레인 이용
 - 지휘팀장 대리석 제거 작업시 안전에 유의토록 지시

무선전파

14:58
지휘팀장 진압대원들에게 갈쿠리등 이용하여 안전에 유의 잔화
작업토록 지시 : 반포대, 우면대, 서초대, 잠원대, 방배대

무선전파

15:00 소방행정과장 언론브리핑(제5차) 실시 현장조치

15:05 지휘팀장 타서 출동대 철수 지시 무선전파

15:11
서초소방서장 대리석 제거 작업시 낙하물에 의한 2차 사고 발생치 
않도록 대원 안전에 유의토록 지시하고, 지휘차량으로 작업반경내 
시민들 진입 금지토록 대시민 방송 지시(통신담당 안내방송 실시)

무선전파

15:17 강남구조대장 3층 외벽 대리석 제거작업 완료 보고 무선전파

15:20 소방행정과장 언론 브리핑(6차) 실시 (총 6회 실시로 브리핑 종료함) 현장확인

15:35 지휘팀장 3,4,5층 자력대피 약 250명(전층 약 700명) 보고 무선전파

15:41
서초소방서장 지시사항 각 대 대장들에게 전파 : 각 출동대 대장들
은 대원들 잔화작업시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안전하게 마무리 작업토록 지시

무선전파

16:01 잠원구급대 3층 매장근무자 1명(남.김○○) 단순 연기흡입 순천향병원 이송 무선전파

16:03
서초구조대장 인명검색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
 - 지휘팀장 서초구조대장에게 전층 인명검색 재실시 지시

무선전파

16:12 서초구조대장 전층 인명검색 재실시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 무선전파

16:27 지휘팀장 반포대를 제외한 차량 철수 지시 무선전파

16:30 잠원펌프차량 철수로인해 반포펌프차량이 소화전 점유(공소4114호) 현장조치

17:33
~18:00

지휘팀장 현장상황 종료로 지휘팀 철수
 - 반포대 현장에서 차량 및 진압장비 수관정리 등 실시후 철수

무선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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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발생 위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활동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활동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활동

화재진압 대응활동 차량부서 및 통제선 설치 화재진압 대응활동 상황판 설치

화재진압 대응활동 언론브리핑 화재현장 소실(3층 내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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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천구 국회대로 물류창고 화재 (대응2단계)

□ 화재개요

m 일 시 : 2014. 12.27(토) 05:03 ~ 18:00 (상황종료)

        ※ 대응1단계 발령 05:25, 대응2단계 발령 05:29, 초진 06:36, 완진 

07:49,  대응2단계 해제 08:25, 대응1단계 해제 11:03

 m 장 소 : 양천구 국회대로 39길 (신월동) 물류창고 등

        ※ 4개동 7개 점포(문구점, 생활용품점, 철물점, 오피스텔 등) 연소

 m 원 인 : 방화

m 개 요 : 차원빌딩 1층 삼화상사 앞 노상에 쌓아둔 적치물(갈대발) 부

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주변가연물에 착화된 것으로 추정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447명(소방250, 의소대44, 경찰102, 구청41, 유관기관10 ) 

 m 장비 : 94대(펌프20, 탱크35, 고가,굴절,화학7, 구조대7, 구급5, 기타20)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없음(단순연기 흡입 4명 / 이대목동병원 이송)

        ※ 화재현장 뒷면 주택(빌라) 거주자(43세대 135명) 긴급대피 및 보호조치

m 재산피해 : 1,713,417천원 (부동산 : 440,132천원, 동산 : 1,273,285천원)

        - 부동산 : 7개동 ⇒ 1,837㎡ 소실, 460㎡그을음 

        - 동  산 : 7개동 ⇒ 각종 생활용품(상품), 집기 등 소실 및 그을음

   □ 재난대응 활동상황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소방력 현장 도착즉시 화재진화 및 연소확대 방지 주력

 m 05:25 대응1단계 발령(해제 11:03) / 05:29 대응2단계 발령(해제 08:25)

 m 단순연기흡입 4명 병원이송(귀가 10:00)

 m 06:24 소방재난본부장 주재 1차 상황 판단회의(총 5회 상황판단 회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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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화재현장과 인접한 후면 주택빌라 연소확대 저지 주력

 m 유관기관(구청, 경찰, 한전 등) 동원 및 활동사항

        - 양천구청 (양천구청장 등 41명) : 이재민 구호 / 중장비 동원 지원

        - 양천경찰서 (경찰서장 등 102명 17대) : 차량 통제 및 경계근무

        - 의용소방대 (여성대장 한○○등 44명) : 간식 제공 및 물품 정리

        - 강서수도사업소 (이○○ 등 2명) : 수도 누수 확인 및 복구

        - 한국전력공사 (최○○ 등 2명) : 전력차단 및 안전조치

        - 서울도시가스 (김○○ 등 2명) : 가스누출 점검 및 안전조치 등

 m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

시 간 내 용 (조치사항 등) 비 고

05:03 화재발생

05:25 대응1단계

05:29 대응2단계발령(강서지구(3방면) 6개 소방서장 및 대원 비상동원)

05:34 양천소방서장 지휘권 이양

06:10 인명구조 4명(단순연기 흡입)

06:24 본부장 주재 1차 상황판단회의, 인명구조 최우선

06:27 본부 재난대응과장 지휘권 이양

06:36 초진(연소저지선 구축 완료)

06:28 중앙소방본부장 지시사항 전파

06:45 본부장 주재 2차 상황판단회의

07:05 언론브리핑 실시(1차)

07:30 본부장 주재 3차 상황판단회의(각 지역별 책임 소방서장 지정)

07:49 완진

07:55 행정2부시장 도착

08:00 언론브리핑 실시(2차)

08:25 대응2단계 해제

08:40 본부장 주재 4차 상황판단회의

08:49 중장비(포크레인 등 굴삭기) 동원(양천구청)

09:30 언론브리핑 실시(3차) 

09:50 본부장  4차 상황판단회의(각 지역별 책임 소방서장 잔불정리 임부지정)

10:04 본부장  5차 상황판단회의(각 지역별 책임 소방서장 잔불정리 임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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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발생 초기 대응활동 현황 화재진압 대응활동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 대응활동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 대응활동 및 인명구조

상황판단회의 및 언론브리핑 화재현장 소실 현황

시 간 내 용 (조치사항 등) 비 고

10:15 소형굴삭기 2대 도착(양천구청)/ 현장 잔해물해체 및 잔불정리 병행

10:40 굴삭기 2대 도착

11:03 대응1단계 해제

11:20 본부장 3방면 소방서장 담당구역별 현장상황 확인 및 대원안전 철저 지시

11:45 재난대응과장→양천소방서장에게 지휘권이양(방면소방서장 귀소)

18:00 상황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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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북구 정릉동 빌라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1단계)

□ 화재개요

m 일 시 : 2014. 12. 12.(금) 03:31 ∼ 08:30 (상황종료)

        ※ 대응1단계 발령 : 03:56, 초진 04:14, 완진 및 대응1단계 해제 04:39

 m 장 소 : 성북구 보국문로36길 32 (정릉동) 렉스빌 B동 지하주차장

        ※ 양식 철근콘크리트 4/1층 슬래브가 1동 8호 총827.28㎡

 m 원 인 : 부주의/불꽃·불씨·화원방치/축열에 의한 발화 추정

      

《 건물 현황 》

구분 A동면적(㎡) B동면적(㎡) 용  도 건  물  사  진

4층 155.1 155.1 다세대주택(4세대) 

3층 155.1 155.1 다세대주택(4세대) 

2층 155.1 155.1 다세대주택(4세대) 

1층 155.1 155.1 다세대주택(4세대) 

-1층 206.88 206.88 주차장

m 개 요 : 렉스빌 B동 주차장 주차된 프레지오 승합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

여 주차장 천정에 보온재로 마감된 드라이비트에 옮겨 붙으면서 급격하게 

연소되어 주차되어 있던 차량8대, 오토바이3대, 건물로 연소확대된 화재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155명(소방127, 경찰25, 기타3 ) 

 m 장비 : 45대(펌프6, 탱크10, 굴절1, 화학2, 구조7, 구급13, 지휘차1, 경찰4, 한전1)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1명(소방관 부상) 및 주자 20명 단순 연기흡입 병원이송

m 재산피해 : 221,453천원(부동산: 119,230천원, 동산: 102,223천원) 

        - 부동산 : 층 1동 1호 206㎡중 206㎡소실, 외벽99㎡ 그을림  

        - 동  산 : 차량8대 ․오토바이3대 전소, 기타차량, 방화문, 실외기, 

기타가재도구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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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활동상황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화재신고 접수 즉시 소방력 긴급출동 / 화재진화 및 인명구조 활동

 m 대응1단계 발령(03:56) 및 해제(04:39) / 현장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m 성북소방서장 현장지휘 / 유관기관(구청, 경찰, 한전 등) 합동대응

 m 빌라 거주자 24명 안전구조 및 30명 자력대피(단순 연기흡입 20명 

병원이송 진료 귀가)

 m 주차장 차량 및 전층에 걸쳐 3차 인명검색 실시

        ※ 이재민 임시 거처(정릉4동 주민센터 / 16세대 58명)

   □ 재난대응 활동의 문제점 및 대책

 m 렉스빌 주차장은 1층에 벽체가 없고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구조로 다

세대주택이나 빌라주택 등의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피로티 구

조로 천정마감을 보온단열재인 드라이비트로 마감함. 피로티 구조 

주차장 화재발생시 천정제가 보온단열 드라이비트 재질이 화재에 

취약하여 급속히 연소 확대되는 취약한 재질로, 관할구청 건축과 등 

착공허가시 건물마감재에 대한 규제가 필요

  □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발생 초기 대응활동 현황 화재진압 대응활동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 대응활동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후 소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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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북구 미아동 연립주택 화재 대응활동 (대응1단계)

□ 화재개요

m 일 시 : 2013. 12. 20.(금) 01:51 ~ 05:45 (상황종료)

        ※ 대응1단계 발령 01:59, 초진 02:22, 완진 및 대응1단계 해제 02:28

 m 장 소 : 강북구 미아5동 신정연립 B동 

        ※ 양식 세멘벽돌조 세멘와가 2/1층 1동 6호, 연면적  356.46,㎡ 

2층 3호 157.59㎡중 2층 1호 52.53㎡(지상1,2층:주택, 지하1층:창고)

m 개 요 : 신정연립 B동 2층 4호 거실 안방 출입문 앞 부근에서 미상의 

발화원에 의해 화재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149명(소방 128명, 의소대 3, 구청 3, 경찰 12, 기타 3명)

 m 장비 : 32대(지휘 1, 펌프 9, 탱크 6, 굴절 1, 구조 4, 구급 4, 기타 7)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1명(여, 58세, 204호 거주자 사망)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화재발생 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 됨

m 재산피해 : 87,100천원 (부동산 45,135천원, 동산 41,965천원)

        - 부동산 : 2층 3세대 117.7㎡ 전소, 32㎡그을림

        - 동  산 : 가전제품, 가구 및 기타(수손) 등등

        ※ 이재민 5세대 15명(강북구청 등 구호대책 마련)

   □ 재난대응 활동상황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도착시 현장상황

        - 도착시 건물 2층 전체에서 많은 불길이 발생 최성기 상태로, 인근

주택으로 연소 확대 우려가 있었음,

        - 선착대 수관연장 후 화재진압, 인명검색 및 인근 건물로 연소확대 

저지 주력

        - 건물지붕 부분이 목조 와가 구조로 도착 시 이미 지붕 일부가 붕

괴된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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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현장대응활동 상황

        - 수관 65mm 전개하여 내부진입,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 출동대원 

2층 내부진입 화점방수 및 인명검색(삼각산대, 미아대, 구조대)

        - 삼각산대 인근 주택으로 연소확대 방지 

        - 초기 건물 지붕 붕괴로 출동대원 외부로 대피 및 외부에서 연소확대 저지

        - 후착대 도착 즉시 수관전개 실시하여 화재진압 및 연소확대 저지

        - 건물 2층 전체 연소 및 지붕, 벽 붕괴로 인명피해 우려 ( 요구조자 

15명 대피유도)

m 시간대별 조치사항

시 간 내 용 (조치사항 등) 비 고

01:51
화재출동
- 장  소 : 강북구 미아동 679-17 신정연립
- 출  동 : 19대 59명(지휘차2, 구조대3, 펌프5, 탱크6, 굴절1, 구급2)

01:54 선착대(삼각산대) 현장도착 연기 및 화염관측 무선보고

01:54 미아대 현장도착 무선보고

01:54 지휘차 출동 중 유관기관 통보 무선지시 

01:55 유관기관 통보(경찰, 구청, 한전, 도시가스)

01:56 지휘차, 번동대, 구조대 현장도착 무선보고

01:59 대응1단계 발령
02:00

긴급통제단 가동을 위한 비상소집 동원 발령
- 강북소방서 내근 전직원 현장 동원 발령(각 과장, 팀장, 내근요원)

02:10 대응관리과장 현장도착 현장지휘

02:20 유관기관 현장도착 (경찰, 구청, 한전, 도시가스)

02:22 초진 무선보고

02:28 완진 무선보고

02:30 강북소방서장 현장도착(강북소방서장 지휘권 이양 및 현장지휘)

02:31 강북구청 이재민 복구반 출동조치 (송천동장, 강북구청 담당)

02:40 긴급구조통제단 현장도착 및 설치
02:48 대응1단계 해제 및 정밀 인명검색 실시
03:05

204호 보일러실 부근에서 사망자 1명 발견 무선보고
※ 이○○(여, 58세) - 204호 거주자

03:05 사망자 서울지방경찰청 검시  대한병원

03:30 타서 지원대 귀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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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활동의 문제점 및 대책

 m 35년 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로 노후하고 목조에 기와가 얹어진 형태로

서 천장을 통한 인접 주택으로 연소 확대가 용이하고 화재진압의 곤란 

        -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관할 펌프차 활용 지속적인 현지적응훈련 

강화 및 인접 주택 연소방지를 위한 포위부서 형성 진압훈련 실시

 m 와가 건물 특성상 단시간에 최성기에 도달하고, 구조가 약한 천장 

붕괴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

        - 와가 건물 천장 붕괴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되므로 출동단계부터 소

방안전지도 활용한 정보 파악 건물 안전성 판단 후 소방활동 실시

 m 소방차량 진입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활동 곤란

        - 골목길 진입시 소형소방차 우선 진입 및 유관기관 합동 소방통로 

확보훈련, 캠페인 지속 실시

  □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발생 초기 대응활동 현황 화재진압 대응활동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 대응활동 및 인명구조 화재현장 소실 현황 (□ 최초발화지점)

시 간 내 용 (조치사항 등) 비 고

03:40 자력대피(이재민 15명) 구호대책 실시(강북구청 및 동장, 통장)

03:50 긴급구조통제단 철수
05:45 지휘차 및 출동차량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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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북구 수유동 국립재활원 신축공사장 화재 (대응2단계)

□ 화재개요

m 일 시 : 2013. 12. 10 (화) 10:47 ~ 17:22(상황종료) 

        ※ 대응1단계 발령 11:24, 대응2단계 발령 11:26, 완진 및 대응2단계 

해제 11:54

 m 장 소 : 강북구 삼각산로 58(수유동 520) 국립재활원 신축 공사현장 

        ※ 양식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가 4/2층 1동 연면적 12,463.84㎡

 m 원 인 : 부주의(토치램프 사용 부주의)

m 개 요 : 신축공사장 외부 1층 출입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토치램

프를 사용하여, 전일 내린 빗물 및 습기 제거 중 발생한 불꽃이 건

물 외벽 단열재에 착화 발화되어 상층부로 연소 확대된 화재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177명(소방 90, 의소대 20, 구청 20, 경찰 40, 기타 7)

 m 장비 : 52대(펌프 12, 탱크 12, 굴절 3, 구조 8, 구급 8, 기타 9)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없 음

m 재산피해 : 224,764천원(부동산 212,347천원, 동산 12,417천원)

        - 부동산 : 1층 2,678.65㎡중 48.43㎡ 소실, 2층 1,886.04㎡중 158.8㎡ 

소실, 35㎡ 그을림, 3층 1,800.32㎡중 934.76㎡ 소실, 150㎡ 그을림, 

4층 223.45㎡중 17.68㎡ 그을림

        - 동  산 : 팬코일유니트, 방송설비, 재고 건축자재 등

   □ 재난대응 활동상황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도착시 현장상황

        - 화재현장은 공사현장 전면으로 약 7m 폭의 편도 1차선 도로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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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며, 공사현장 옆에 국립의료원 건물이 있음

        - 도착 시 3층에는 농연이 가득하고 화염이 일부 관찰되고 있는 상태

로, 선착대 수관 연장 후 내부진입하여 인명검색 및 화재진화에 주력

        - 외벽 및 천장 단열재에서 발생한 미연소 가스가 발화하면서 급속

도로 화재와 농연이 확대됨

 m 현장대응활동 상황

        - 수관 65mm 전개하여 내부진입,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 

        - 출동대원 3층 내부진입 화점방수 및 인명검색(우이대, 삼각산대, 

번동대, 미아대, 구조대)

        - (내부고립 무전 접수) 연소 확대로 진입대원들 긴급 철수 명령 

        - 에어매트 설치 후 대원들 재편성 후 3층 내부 재 진입

        - 펌프차, 굴절차 건물 북측도로에 부서후 3층 화재층 집중 방수 

        - 남측 및 동측 외벽 단열재 연소로 옥상과 지상에서 잔화 정리

 m 상황대응 

        - 신고접수 즉시 소방력 현장출동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

        - 선착대인 우이대 현장 도착 즉시 수관전개 및 화재진압

        - 유관기관 및 의용소방대 문자전송, 구청 유선통보

        - 특수구조대 및 도봉구조대 추가 출동요청(10:50)

        - 강북소방서장(대응관리과장) 현장 지휘(10:55)      

        - 완진 및 대응2단계 해제(11:54)

        - 건물 전층 인명검색 및 잔화정리 후 기타 제반사항 관계자에게 인

계 후 귀소(16:35)

        - 현장대응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대응1단계 발령(11:24) ⇒ 대응2단계 발령(11:26) ⇒ 대응2단계 해제(11:54) 

        ․ 2방면 현장지휘본부장(소방행정과장) 현장 도착 및 지휘권 인수

        ․ 대응2단계 발령에 따른 본부 재난대응과장 및 2권역 지휘관(서

장) 현장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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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시간대별 조치사항

시 간 내 용 (조치사항 등) 비 고

10:47
화재출동
- 장  소 : 강북구 수유동 520번지 신축공사현장
- 출  동 : 17대 52명(지휘차1, 구조대1, 펌프5, 탱크5, 굴절1, 구급2)

10:49 선착대(우이대) 출동 중 연기관측 무선보고

10:50 지휘차 출동 중 추가출동 요청(특수구조대, 도봉구조대)

10:50 선착대(우이대) 현장도착 (우이펌프,탱크,구급)

10:53 삼각산대 현장도착

10:54 지휘차 및 번동대, 미아대, 구조대 현장도착

10:55 유관기관 통보(경찰, 구청, 한전, 도시가스)

10:55
강북소방서장 및 대응관리과장 현장도착
- 강북소방서장 현장 지휘

11:20 유관기관 현장도착 (경찰, 구청, 한전, 도시가스)

11:24
대응1단계 발령
- 강북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강북소방서장 지휘
- 소방, 경찰, 유관기관, 공사관계자 화재현장 대응 지휘·통제

11:24
강북소방서 내근 전직원 현장 동원 발령
- 각 과장, 팀장, 필수 내근요원

11:26
대응2단계 발령
-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대응2단계에 따른 추가 소방력 출동(33개대 출동)

2방면 
구조대포함

11:40 긴급구조통제단 현장도착 및 설치

11:45
대응2단계 발령에 따른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현장도착
(본부 재난대응과장 및 2권역 지휘관 현장 도착)

11:54 완진 및 대응2단계 해제

12:10
소방행정과장 언론브리핑
- 사고현장 대피자 현황 및 최초 소방활동, 화재진압 현황 등 

13:44 타서 지원대 귀소 조치

14:00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철수
14:53 관할대(우이대) 제외한 자서 차량 귀소 조치

15:00 긴급구조통제단 철수
17:22 우이대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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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활동의 어려움

 m 적절한 포위부서 및 방수포 사용 등 내·외부 협공체제 미흡

 m 선착대 및 지휘차 도착 시 관계자를 통한 상세한 정보 입수 필요

 m 지원 출동대 각 팀장 현장지휘관으로부터 임무범위 수령 후 진압활

동 실시 및강력한 지휘권 확행(방수포 등 통제)

 m 외부 마감재와 주외벽 사이 공간 소화수 침투 어려움으로 진압작전 곤란

 m 원거리로 인해 40mm수관 다량 전개하여 소방력 약세 현상 초래

 m 공사장은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는 만큼 평소 도상훈련과 현지적응 

훈련으로 철저한 사전준비  

  □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발생 초기 대응활동 현황 화재진압 대응활동 및 인명구조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운영 화재현장 소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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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초구 서초동 한국타이어 매장 화재 (대응2단계)

□ 화재개요

m 일 시 : 2009. 12. 16(수) 21:58 ～ 12. 17.(목) 02:30 (상황종료)

        ※ 대응2단계 발령 22:07, 초진 22:18, 완진 및 대응2단계 해제 22:22

 m 장 소 : 서초구 서초1동 1631-3 한국타이어 대리점 건물

        ※ 조립식 철골조 우레탄판넬가 1/0층 104.53㎡

m 개 요 : 한국타이어건물과 대지경계선 사이 원인미상의 발화원으로 

화재가 발생 한국타이어 건물 전소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147명(소방 122, 경찰 20, 기타 5)

 m 장비 : 40대(펌프 10, 탱크 9, 고가 2, 굴절 2, 화학 1, 구조 3, 구급 2, 지

휘 1, 조연 3, 굴삭기 1, 기타 6)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없음 

m 재산피해 : 163,984천원 ( 부동산 94,491천원  동산 69,493천원 )

        - 부동산 : 조립식 철골조 우레탄판넬가 1/0층 1호 104.53㎡ 전소

        - 동  산 : 리프트, 타이어, 사무용품, 차량정비기기 및 정비용품

   □ 재난대응 활동상황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 발화건물은 전체 조립식 경량철골구조물로 1층 내부 차량 수리점 

및 타이어 대리점으로 사용중인 공간이며 지붕 철골구조물 위에 약 

1300여개의 타이어가 적재 되어있어 모두 소실된점, 수리점 내부 차

량정비용품중 기름 및 가연성 물질이 일부 사용되는 점, 소방대 도착

시 이미 지상으로 30～40m의 화염이 목격된 점 등 화재하중이 많아 

연소열의 영향으로 철골 구조물 및 판넬이 심하게 연소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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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상부 철골 구조물과 좌측면은 심하게 연소되었으나 화재진행

과 관련된 연소흔 등 특이할만한 연소형상 목격되지 않음

        - 우측면은 소실이 덜하나 전면에서 후면쪽으로 약 2～3m 들어간 

지점에서 국부적인 수열흔이 발견됨

        - 또한 옆건물(야마하골프건물) 좌측면 건물외벽 확인한바 최초발화

지점으로 판단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외벽 타일이 박리되어 있는 것

이 목격되어 최초목격자와 초기진화시도자의 진술과 일치됨

 m 화재진압 대응활동 : (서초대) 현장도착 즉시 방수포 사용하였고, 

큰수관 4본 전개하여 발화건물 좌측 인접건물 연소확대 저지에 주

력, (반포대) 발화건물 우측에 부서 큰수관 3본 연장 인접건물 연소

확대 저지

 m 인명구조 활동 : 구조대 현장도착 즉시 후면에 부서 단독주택

(1631-3)에서 1명, 다가구주택(1631-9)에서 거주자 4명 구조하였으며 

주변건물 인명검색 후 발화건물 뒤편 단독주택 연소확대 저지함

  □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발생 위치도 화재발생 초기 대응활동 현황

화재진압 대응활동 및 인명구조 화재현장  소실 현황(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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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화재 대응활동 (대응2단계)

□ 화재개요

m 일 시 : 2008. 12. 16.(화) 02:12～05:10 (상황종료)

        ※ 초진 02:20, 대응2단계 발령 02:27, 완진 및 대응2단계 해제 02:45

 m 장 소 : 강북구 수유5동 119-34번지 가람하이츠 빌라 가동 102호

        ※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가 1동 4/1층 9호 연면적 656㎡ 

 m 원 인 :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

m 개 요 : 빌라주택 법당으로 사용하는 방 전기제품 연결 콘센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가연물에 착화발화, 내부 가재도구를 전소시키고 

상층으로 연소확대 된 화재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89명(소방관75, 경찰관10, 전기2, 가스2)

 m 장비 : 25대(펌프6, 탱크5, 굴절1, 구조3, 구급4, 기타6)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부상 3명(연기흡입2, 왼쪽발가락열상1)

m 재산피해 : 64,375천원 (부동산 29,117 동산 35,258)

        - 부동산 : 1동 4/1층 9호 656㎡ 중 50㎡ 소실, 182㎡ 그을음

        - 동  산 : 102호 및 202호 PC, TV, 냉장고, 침대, 의류 기타 가재도구 등

   □ 재난대응 활동상황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연소 경로 및 확대요인 : 화재는 102호 제단실(안방)에서 발생하여 

실 내부를 태우고 안방 베란다를 창문을 통하여 외부로 불꽃이 분

출되었으며, 드라이비트로 마감 처리된 외벽을 태우면서 상층부로 

급속히 연소 확대

 m 선착대(우이대) 도착 당시 1층 앞 베란다 창 및 중앙 통로로 농연

이 분출되고 102호 내부 화재는 최성기였으며, 302호에서는 난간에 

매달려 구조요청을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방수포 사용 후 65mm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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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3본씩을 전개하여 화점층 진압 및 잔화정리 실시

 m 2착대(미아대), 3착대(방학대)는 건물 후면에 부서하여 각각65mm 

수관 3본씩을 전개하여 연소방지 및 사다리 전개 202호 및 302호로 

옥내 진입하여 화재진압 및 잔화정리

 m 인명구조 활동 : 선착대 및 도봉구조대는 화점층 및 상층부 인명검

색 도중 중앙계단의 농연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302호 거주자2

명을 구조하여 건물 전면에 대기 중이던 우이 구급대에 인계(대한

병원 이송)하였고, 401호 및 402호 거주자 5명 옥상 대피유도 실시

   □ 문제점 및 대책

 m 건물 외장재를 드라이피트로 마감하여 자체가 타는 방화성능이 없는 

구조로 2~4층으로 급격히 연소 확대되었고,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꼽아서 사용하는 문어발식 배선으로 과부하 및 절

연 열화에 의한 단락 등 전기적요인의 화재가 증가 되는바, 이를 방

지하기 위해서는 문어발식 전기배선의 지양과 불필요한 전열기구 

플러그는 콘센트에서 즉시 제거함으로서, 보다 화재로부터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사례를 소방홍보를 통하여 국민에게 알

려 유사 사례 화재 발생 예방

  □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발생 초기 상황 화재진압 대응활동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 대응활동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 대응활동 후 현장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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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화재 (대응2단계)

□ 화재개요

m 일 시 : 2002. 12. 11.(수) 03:50 ～ 04:18 (완진)

        ※ 대응2단계 발령 03:56, 초진 04:05, 완진 및 대응2단계 해제 04:18

 m 장 소 : 용산구 이태원1동 34-69 크라운호텔(당시투숙 120실 131명)

        ※ 양식 벽돌구조 스라브가 7/2층 연면적 : 13,330.37㎡ (198 객실)

      

《 건물 현황 》

층별 지하1층 지하
중층 지상1 지상2 지상3 지상

4～7 옥탑층

용도
보일러
변전실

나이트클럽

식당
나이트클럽

식당
다방

예식장

식당
로비

사우나
이용실
객실

객실
공조 및 

E/V기계실
물탱크실

면적(㎡) 1,267 649 1,333 1,364 1,178 3,444

m 개 요 : 호텔 302객실 TV테이블 뒤쪽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 전선에

서 전기합선으로 최초 발화되어 연소확대 추정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170여명(소방 160, 경찰 10, 기타)

 m 장비 : 49여대(지휘1,펌프13,탱크18,구급7,구조4,사다리3,기타)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9명 (중상 2, 경상 7) ※ 구조 17, 대피유도 59, 자력대피 46 

m 재산피해 : 47,000천원(부동산 35,000천원, 동산 12,000천원)

        - 부동산 : 양식 철근조 7/2층 1동 5,634㎡ 중 3층의 232㎡ 소실 

(302호 및 복도), 45㎡ 그을림(복도)

        - 동  산 : TV, 침대, 커텐, 문갑 및 기타 집기류 등

   □ 재난대응 활동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화재․구조 2호(대응2단계) 비상출동 발령 (03:56)

 m 소방방재본부장, 방면지휘부장, 용산서장 현장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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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숙박시설을 감안 119구조구급대원등 소방력 집중 투입

      인명구조 및 대피유도(74명)와 화재진압에 주력

        ※ 인명구조 : 12명(옥상 6, 3층 6), 대피유도 : 62명(3층～7층간)

 m 유관기관(경찰, 자치구, 한전, 도시가스등)에 통보 협조요청

        ※ 참고사항 : 당시 비상경보 설비가 작동되어 호텔 종업원등이 옥내 

소화전활용 자체 진화중이였음

 m 다수부상자 발생경위

        - 각객실과 복도가 방화구획으로 되어있었으나 최초 발화된 302호 

투숙객이 대피하면서 302호 문을 연 상태에서 피난하여 화염이 3층 

복도로 순식간에 확대된 상황에서

        - 중상자 2명은 농연이 실내로 유입되자 창문을 통하여 탈출하다가 

골절상을 입었으며 

        - 나머지 경상자 7명중 4명은 복도로 대피하다가 연기를 흡입하였고

        - 3명은 객실에 설치된 피난밧줄을 이용 창문으로 대피하다가 양손

에 가벼운 열상

 m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03:50
 신고 접수 및 초기 출동 : 진압대 : 이태원,한강로,서빙고,후암, 
구조대 : 용산소방서 구조대, 구급대 : 이태원,한강로,서빙고,후암

03:52
1차 지원요청 : 구조대 : 종로,서초, 진압대 : 중부(충무,신당), 종
로(회현), 구급대 : 중부(충무),종로(회현)

03:52  선착대 현장도착 : 이태원대 현장도착

03:54
 지휘차 및 후착대 현장도착 : 지휘차,한강로,서빙고,후암대 현장
도착 및 요구조자 인명구조 최우선 지시

03:56  화재2호발령(대응2단계)

03:56
 간부 및 필수요원 비상소집 : 사태수습을 위한 간부 및 필수요
원 비상소집 발령

03:56
 2차 지원출동 : 종로(서대문,세종로),서초(잠원,반포), 동작(노량
진),마포(도화,신수,공덕), 중부(을지로),성동(금호)

03:56  유관기관 통보 : 용산구청, 경찰서, 한전, 극동가스

03:56  추가출동 : 이촌(펌프,탱크,구급)

03:56  3차 지원출동 : 특수구조대, 미8군(펌프,사다리)

04:04  응원대 현장도착 : 중부(신당),서초(구조대),

04:05  초  진

04:17
 응원대 현장도착 : 종로(구조대,세종로,서대문), 중부(충무,을지
로), 서초(잠원,반포),동작(노량진),마포(도화, 신수,공덕)

04:18  완진 및 화재2호(대응2단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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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 및 대책

 m 문제점

        - 화재발생 119신고 지연 : 지하층 방재실 근무자가 비상벨 소리를 들

은 후 3층으로 올라가 화재현장을 목격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후론

트 근무자에게 119신고 토록 하여 화재발생을 늦게 신고

        - 근무자가 옥내소화전으로 화재진압을 하였으나 농연으로 초기진화 지연

        - 관계자의 화재초기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피안내유도 미흡.

 m 대   책

        - 자위소방대의 119신고 요령, 소방시설 사용법 등 화재초기 대응능력 제고

        - 관계자의 신속한 상황전파, 대피유도 및 외국어로 된 대피안내 방

송문안 적극 활용

        - 호텔 등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검점, 방화순찰, 훈련 등 각종 소방

활동시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강화

  □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발생 초기 상황 화재진압 대응활동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 대응활동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 대응활동 및  구조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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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포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대응활동

  □ 화재개요

m 일 시 : 1994. l2. 7.(수) l4:53분경

 m 장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 l동 606-6번지 (아현 지하공급기) 

 m 원 인 : 한국가스공사(주)외 2개 가스회사 직원 7명이 정압실내 배

관 및 계량기 밸브스테이션 점검 작업중 가스누출로 주위의 착화원

에 의한 폭발화재로 추정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61명(사망 12명, 부상 49명) ※이재민 : 219세대 816명

m 재산피해 : 약 6억(주택, 자동차, 기타 가재도구 손실)

       ※ 승용차 17대 전소, 화물차 7대 전소, 차량 54대 부분파손    

  □ 재난대응 활동상황

m 경과과정  

       - 다량의 가스가 유출되어 원인불명의 점화원에 의해 인화, 폭발하여 

화염이 60～70m정도로 불기둥이 치솟았으며 연기는 별로 보이지 

않았음.

       - 화재현장은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로 설치된 건축물로서 지상에는 

공원 및 놀이터로 조성되어 있으며 뒤편에는 2층 복합건물이 있고 

좌우측으로는 주택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으로서 건물은 가스폭발

로 붕괴되었고 주변 주택은 복사열로 인해 연소되어 있었음.

       - 소방지휘차는 무선수보와 동시에 공덕동 로터리에 도착, 현장불꽃

을 확인하고 출동지령과 동시 한국가스공사로 가스배관 차단토록 

무선 지령함.

m 화재진압 대응활동 

       - 접수 및 출동 : 94. 12. 7. 14:54분 마포소방서 상황실로부터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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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1동 고려 아카데미 옆 화재출동지령을 받고 선착대 공덕파출소

는 즉시 출동하여 14:55분경 현장 도착

        ․ 1차 출동 : 14:54분경(총 20대) 펌프 6, 탱크 7, 사다리 1, 구급 2, 

구조대 2, 화학 1, 지휘 1 

        ․ 2차 출동 : 15:04분경(총 85대) 펌프 15, 탱크 21, 구급 8, 구조대 

8, 화학 7, 기타 26

        ․ 3차 출동 : ‘94. 12. 7 15:08분경(헬기 2대)

       - 출동대별 활동상황

        ․ 제1착대(공덕파출소) : 14:54분경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중 불꽃을 

확인하고 본서에 무신지령 보고한 후 l4:55분경에 현장에도착하여 

세림약국 옆에 위치하여 화점방수 및 연소방지에 주력함

        ․ 제2착대(도화파출소) : 14:55분경에 현장도착하여 현장 전면에 위

치하여 화점방수 및 연소방지에 주력함과 동시에 소화전을 점유

하여 급수에 만전을 기함. 이때 화재현장의 복사열로인하여 제2

장소로 이동하여 연소방지에 주력

        ․ 제3착대(서대문파출소) : 제3착대는 거센 복사열로 현장인접 위치

에서 화재진압 및 연소방지에 주력함과 동시 인명구조에 전력

        ․ 제4착대(신수파출소) : 신수대는 지휘차와 현장에 도착, 진압 및 

연소방지에 주력하고 굴절차를 전개 화점 집중공격을 실시함. 지

휘차는 당직관의 현장지휘로 후착대  현장 작전배치, 소화전 점

유 및 급수만전

        ․ 제5착대(서교파출소) : 서교대는 고려아카데미빌딩 우측 전방에 

부서 수관 65mm 8본 연장, 606번지 및 383번지 일대 화재 진압 

초진 후 Y카프링을 이용, 40mm 수관 2본으로 교체, 잔화 정리를 

실시

        ․ 제6착대(이촌파출소) : 용산 이촌대는 1차 출동대로서 화재현장 

좌측 383번지 골목에 부서, 소화전 169호 점유, 수관65mm 4본 

연소확대 방지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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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 고성능 화학차 : 구로 고성능 화학차는 화재발생지점 옆 다

방건물 전면에 부서하여 홈액을 사용 연소방지에 주력하면서 소

화전 531호 점유, 수원을 확보

        ․ 강서, 등촌 내폭화학차 :  내폭화학차는 화재 발생지점 다방 건

물 전면에 부서하여 홈액을 사용, 연소방지에 주력하면서 성산 

탱크차로부터 급수지원을 받음

        ․ 용산, 한강로 화학차 : 용산 화학차는 화재발생지점 옆 세림약국 

전면에 부서하여 홈액을 사용, 연소방지에 주력

        ․ 종로 펌프차 : 마포도서관 전면에 부서하여 65mm 수관 4본을 연

장하여 성결교회 및 주택 연소방지에 주력

        ․ 한강로 펌프차 : 한강로 펌프차는 마포도서관 전면에 부서하여 

연소방지 및 잔화정리에 주력

        ․ 당산 펌프차 : 당산대는 세림약국 옆길로 진입하여 점포 연소방

지 및 잔화정리에 주력

        ․ 노량진 펌프차 : 고려아카데미텔 뒤 골목으로 진입하여 소화전 

5291호 점유 연소방지에 주력

        ․ 무학 펌프차 : 대우전자 빌딩 위쪽에 부서하여 마포도서관 연소 

방지에 주력하고 잔화정리

        ․ 등촌 펌프차 : 등촌대는 고려아카데미텔 앞에 부서하여 세림약국 

옆길로 진입하여 연소방지에 주력

        ․ 전농 펌프차 : 전농대는 대우전자 전면에 부서하여 복사열로 인

한 길 건너편 점포에 연소된 것을 소화전 530호를 점유하여 화점

방지 연소방지에 주력

        ․ 고척 펌프차 : 고척대는 해성아파트 옆에 부서하어 금강철물 뒤

쪽 점포의 연소방지에 주력

        ․ 아현 동쪽 지원차량 : 구의, 세종로, 연희, 충무로, 화곡, 장안대

는 마포도서판 옆쪽으로 부서하여 연소방지에 주력

        ․ 공덕로터리 방향 지원차량 : 여의도, 후암, 영등포대는 세림약국 

옆 점포 및 주택의 연소방지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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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 및 대책

m 문제점 : 가스누출은 배관 line의 Orifice작업 중에 전폐되지 않은 

전동식 구동 볼밸브에서 연속적으로 역류하여 유입된 도시가스가 

고압고무호스를 연결하지 않고 전개된 방출밸브(Purge Valve)를 통

해 많은 양이 누출되어 실내에 확산된 것으로 추측되며, 가스농도

가 폭발범위에 이르러 폭발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할 때 다음의 문

제점들을 들 수 있다. 

       - 작업자가 작업절차서에 따른 사전준비 미흡 및 안전관리 감독자 

현장 미배치

       - 동 작업에 대한 정비, 운영, 통제부서간 업무협조 미흡 

       - 사고부위 기자재의 성능 저하

       -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미비

       - 사고작업 관련 안전작업승인서 운영 및 확인 소흘 

       - 취약시설에 대한 개선 미조치 등 사전 사고예방조치 미흡 

       - 정비, 보수인력 부족 및 기술능력 부족 

       - 안전관리 측면 

        ․ 가스공급기지의 주택,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도로, 공원) 

        ․ 상근자 3명이 3교대 근무(관리요원의 부족) 

        ․ 구시가지로 가스, 전기, 전화선 등이 무질서하게 매설됨.

        ․ 도시가스기지임을 나타내는 표지 및 안내판 등 미설치

        ․ 평소 기지 주변에 대한 주민의 안전관리 소홀

        ․ 지하철 공사 및 수도관 공사 등 가스배관이 파손될 위험이 있    

는 공사시 관계기관에 미협의 등 적절한 사전대책 강구등 소홀

        ․ 도시가스 시설은 관계자외에는 절대 조작할 수 없으며 개통적    

절차에 의해서만 조작 가능 

       - 화재예방 및 진압 측면 

        ․ 경보 작동과 동시 소방차 출동체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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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지 교통체증에 따른 신속출동 지장 

        ․ 지하에서 누설, 확산될 경우 하수구, 하수관을 통해 부엌, 천정속 

등으로 실내 유입되어 점화원에 의한 폭발 위험 등 제2차, 3차 

폭발화재 발생우려에 대비한 경계구역 설정 미흡

m 대  책

       -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일 작업자 중 어느 누가 긴급사항 발생시 

1ine의 방출밸브만이라도 차단시켰더라면 이와 같은 대형 폭발사고

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Valve Station에서 보수 또는 부

품교환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도시가스배관 입구 또는 출구의 수동

식 밸브를 차단하고 배관내의 잔존 도시가스를 지상의 대기중으로 

완전 배출시킨 후, Valve Station 실내에 잔존 도시가스가 누출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각종 계측기로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이상이 없을 

때,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 감독하에 보수 

또는 부품교환작업에 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현동 Valve 

Station 폭발사고에서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을 일시에 중단시킬 수 

없다면 순차적으로 보수 또는 부품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행되어져야 함

       - 가스공급설비 운영, 통제설비 및 장비의 개선 및 보강

       - 새로운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교육 및 기술 습득교육 강화

       - 전문 기술인력 확보(안전, 운영, 정비분야 등 전반)

       -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 안전관리 측면 

        ․ 가스공급기지를 주택, 상가 밀집지역이 아닌 안전지대로 이전

        ․ 가스관리요원의 충원

        ․ 도시가스관의 매설, 배관깊이 적정화 

           ※ 지표 2-3m 이상(중압), 지표 50㎝ 이상(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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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시설물(가스, 전기, 전화, 지하철 등) 설치 적정의 체계화

        ․ 경고문, 표지판 등 설치

        ․ 기지 주변에 대한 사전홍보 철저

        ․ 지하시설 공사시 사전 관계기관과 협의 후 안전하게 실시

       - 가스누설 경보 작동과 동시 소방관서와의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 가스누설 경보 작동시 자동 비상방송시스템 설치

        ․ 경찰과 협의, 교통차단 등 소방차 우선 통행토록 조치

        ․ 대형 가스폭발 화재로 인한 소방서장 요청시에는 통상적인 절차

에 우선하여 즉시 차단조치체계 구축 

  □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발생 위치도 화재현장 초기 연소상황

화재진압 대응활동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 대응활동 후 구조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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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로구 서울시민회관 화재 대응활동

  □ 화재개요

m 일 시 : 1972. 12. 2.(토) 20:28분경 

 m 장 소 : 종로구 세종로 서울시민회관(지상10층, 지하1층)  

 m 개 요 : ‘MBC 10대 가수 청백전’이 열리고 있었고 프로그램이 시작

된지 한시간이 지난 8시 28분경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무대 

위에 가설된 조명장지가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관계자들이 급

하게 막을 내렸더니 그 막에 불이 붙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화염이 

확대됨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1,020여명(소방 400명, 군인 170여명, 경찰, 미8군 등)

 m 장비 : 70여대(소방장비 및 미8군 펌프차, 탱크차, 굴절차, 고가차, 군헬기  등)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127명(사망 51명, 부상 76명)

m 재산피해 : 2억5천만원 추산(1972년 당시)

  □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발생 상황 화재진압 대응활동 화재진압 및 대응활동(요구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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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구 충무로 대연각 호텔 화재 대응활동

  □ 화재개요

m 일 시 : 1971. 12. 25.(토) 09:50분경 

 m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대연각 호텔(지상21층, 지하2층)   

 m 개 요 : 발화 원인은 1층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 있는 프로판 가스통

이 폭발로 시작된 불은 가연성 소재로 마감된 내부로 연소 확대됨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1,936여명(소방 528명, 의용소방대원 113명, 경찰 750명, 

구청 400명, 군인 115명, 의료 30명, 미8군 등)

 m 장비 : 50여대(소방장비 및 미8군 펌프, 탱크, 굴절, 고가 등)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226명(사망 163명, 부상 63명)

       ※ 163명의 사망자 중 40명은 화재시 뛰어내리다가 숨졌고, 당시 세계

호텔사상 최악의 화재로 기록됨

m 재산피해 : 8억3천8백만원(1971년 당시)

  □ 현장대응활동 문제점

m 대형호텔에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음

m 당시 화재진압은 주로 소방펌프차, 탱크차에 의존하고 있었고 사다

리장비의 경우 32m 사다리차 1대와 15m 고가차 3대뿐이었음 

       ※ 32m 길이의 사다리차로는 7층까지 밖에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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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진압 대응활동 화재진압 대응활동(매트리스 등 투신) 화재진압 대응활동

【재난사고 발생 후 달리진 제도】

  - 대형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대형 고가사다리차 도입 적극추진으로 1974년 1월 서독에서

    고가사다리차(44m), 1975년 7월 배연차 처음 구입(서울)

  ※ 현재 61m 사다리차가 있어 20층까지 닿을 수 있어 대연각화재를 계기로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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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대 연 각 호 텔 화 재분 석

 이 보고서는 미국방화협회(NFPA) 화재기록부, A․Fiwood Willy씨가 대연각화재 직

후에 한국을 방문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각계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수집․목격

자들의 증언을 듣고 쓴 보고서 임.        

미국방화협회(NFPA)

A. Filwood Willy

  1971년 『크리스마스』 아침, 한국의 서울 중심부에 있는『대연각호텔』건물에 화재가 발생하

여 사망 163명, 부상 63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프로판가스』를 내포한 화염은 2층 『커피숍』과 『호텔로비』로 번졌으며, 단 한 개 뿐

인 호텔 피난로인 계단을 차단하였다.

  전 건물계단과 수직 개구부에는 독가스, 열, 연기등으로 가득찼다. 가연성 내장물은 

화염의 확산을 촉진시켰다.

  저층부에는 100명이상이 침대시트로 끈을 만들어 점프하여 피난하거나, 고가사다리

를 타고 구조되었다.  또한, 6명이 옥상에서 헬리콥타로 구출되기도 했으나 많은 사람

들이 구조의 손길이 닿을수 없는 곳에 갇혀 곤경에 직면하고 있었다.

  결국 38명이 뛰어 내리다가 죽고, 121명이 건물 안에 갇힌 채로 죽어갔다. 헬리콥타

로 구출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은 2명,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부상이 심하

여 죽은 사람도 2명이나 되었다.

1. 사건발생의 배경

  서울은 번영하는 현대도시로서 인구는 지난 10년간에 2배로 증가하여 550만명 이상

이나 된다. 이에 따라 고층건물이 늘어나고 있어 서울의 Skyline(윤곽)은 날로 변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90개 이상의 고층건물이 있으며, 이 중 대연각빌딩은 설계, 구조, 용

도에 있어서 전형적인 대형건물이다.

  준공된지 18개월 밖에 안되는 이 건물은 서울에서 복잡한 교통로중의 하나인 퇴계로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층 및 지상 22층의 이 건물은 수직 석조벽 구획에 의하여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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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건물 서쪽 반 부분은 2층에서 20층까지 은행, 회사 등의 사무실로 

사용되었으며, 동쪽의 반 부분은 6층에서 20층까지 223개의 객실이 있는 호텔로 사용되었

다.

  호텔과 사무실부분 사이의 8인치 두께의 콘크리트벽에는 2개층마다 철제문을 설치

하여 호텔과 사무실을 드나들 수 있게 하였다.

  2층사무실 로비와 호텔로비 사이는 유리문으로 되어있다. 주차장은 지하에 있으며 

보일러실과 기계실은 중간 지하층(1층)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의 2층에는 은행, 사무실, 커피숍, 사무실, 사무실로비, 호텔로비 등이고, 3

층에는 호텔부분으로서 2개의 식당, 1개의 바아겸 카페, 그리고 칵테일라운지가 있고, 

4층에는 연회장, 미장원, 이발소, 호텔관리사무실이 있다.

  5층에는 중앙난방 및 에어콘시설을 위한 기계장비실이 있으며, 이는 전화장비실로 

겸용되었다.

  6층에서 20층까지는 객실이며, 21층은 나이트클럽 겸 라운지이다.

  14층, 21층, 22층옥상 창고에는 보조기계 장비실이 있다.

2. 빌딩구조

  이 건물은 ㄴ자형으로 남쪽 전면의 높이는 160피트, 동쪽부분의 높이는 140피트이

다. 후방은 건축면적  35피트×70피트의 7층짜리로 되었다. 대연각은 철근콘크리트 기

둥, 비임(Beam), 플로어 슬라브(Floor Slab)로 건축되었다.

  외벽은 콘크리트 벽돌과 베니어판으로 되었다. 방과 방사이, 방과 복도사이의 내부 

벽과 다른 구획벽은 마루바닥에서 천장 슬라브에 연결되었다. 8인치 콘크리트벽은 양

면에 1/2인치두께로 벽토로 발라져 있다.

  복도 벽의 호텔 객실문은 목제이며, 사무실의 칸막이는 목골조에 합판을 댄 것을 

사용했다. 전 건물에 걸쳐 플로어․슬라브 밑을 목골조, 합판을 댄 2중 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 천장 위쪽 공간의 객실과 복도간의 벽에는 수평 개구부가 있고 천장 위에

는 전화선, 수도 등을 위한 개구부를 두었다.

  중앙난방 및 에어콘용 수직샤프트(통로)와 전화, 수도 등의 샤프트는 콘크리트벽돌

벽으로 되어있다. 이 샤프트의 철제출입문은 마루바닥 높이로 설치되었으며, 난방 및 

에어콘 덕트와 수도, 전화등의 파이프는 천장 위쪽에 위치한다.

  로비, 식당, 호텔복도, 객실의 바닥은 카페트를 깔고 건물 대부분의 내부벽은 볏집

과 한지로 도배되었으며, 로비, 식당, 사무실의 벽은 목판을 부착하였고, 천장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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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부가 한지로 되었다.

  건물 내부에는 사무실부분과 호텔부분에 각 각 한개의 계단이 있다. 이들 계단은 

스카이라운지에서 옥상으로 통하게 되어있다. 사무실 근무자들이 호텔계단을 이용하

고자 할 때에는 2개층마다 있는 건물구획벽에 설치된 철제문을 통하였다.

  사무실쪽에는 이 철제문을 통하는 출로를 표시하는 비상구표시(Exit Sign)가 있었다

고 한다.

  지하층에서 21층에 이르는 호텔부분의 계단도 역시 시멘트를 바른 콘크리트벽돌벽

으로 둘러싸였으며, 로비층과 로비층에서 상부로 연 3개층은  계단문이 없었으며 나

머지 층의 계단문은 목제로서 자동폐쇄기(도어체크)가 부착되었다.

  사무실부분과 호텔측의 로비에서 계단에 이르는 문은 전부 3개로서, 폭 36인치짜리

의 짝문이다. 계단은 각 각 지상에 이르게 되어있다.

  8개의 엘리베이터중 4개는 사무실측에 설치되어 이중 3개는 1층에서 21층까지 운행

되었고, 나머지 한개는 13층까지 급행이며, 그 이상 20층까지는 매 층마다 서게 되어

있다.

  호텔쪽에는 3개의 손님용 엘리베이터와 한 개의 종업원용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 4개의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21층까지 운행되었다.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콘크리트

벽돌벽으로 되었고, 엘리베이터문은 철제이다.

  사무실부분과 호텔부분에는 65mm 연결송수관과 호스가 달린 스탠드파이프가 설치

되었다. 사무실 부분의 호스함은 계단 가까이에 두고 호텔측의 호스함은 복도에 있다.

또한, 호텔의 각층 계단 가까이에는 40mm호스와 호스연결관을 넣어두는 호스함이 있

다.

  스탠드파이프시스템은 지하의 전동소화펌프와 22층의 저수조에 의하여 급수되도록 

되었다. 사무실부분과 호텔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되어 있으나 이 경보시설이 소방

서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다.

  호텔 객실에는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에는 수동식개방형 스프링클

러헤드장치가 있다.

  1층에 설치된 비상전원장치는 소화펌프, 엘리베이터, 일부의 전등회로, 그리고 비상

구표시등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어 있었다.

3. 화재상황

  불은 오전 10시 직후에 발생하였으며,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호텔에는 약 20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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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과 70명의 종업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마침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으므로 

많은 손님들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거나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참이였다. 그러므

로 로비와 커피숍에는 손님이 한사람도 없었다.

  휴일이었지만 사무실 쪽의 건물에서는 몇몇 회사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자세한 화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프로판가스를 사용한 호텔로비편의 커피숍

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카운터에는 프로판가스 화덕이 있었고, 이 화덕의 가스공급을 위해 20Kg짜리 용기

에 가스관인 플라스틱 호스가 길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 연결부분은 짧은 고무호스와 

조임쇠로 되었다.

  용기밸브의 배출부에는 계기가 달려있고, 화덕의 버너는 수동폐쇄밸브가 있었지만 

파일로트가 장치되어있지는 않았다. 화재가 발생한 이날 아침에는 화덕에 연결된 가

스용기 이외에 예비로 20Kg짜리 용기를 그 옆에 놓아두었다.

  화인은 예비용기의 가스를 잘못 방출하여 인화되었거나, 가스가 많이 새었거나, 안

전밸브가 열려 있었는데도 불 가까이에 그대로 놓아 두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

된다.

  이 두 경우중 어느 것이든 간에 예비용기의 밑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카운터 쪽의 약 

6피트 지점까지 움직여진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용기가 파열하는 힘으로 움직여

진 것이다.

  커피숍에서는 3명의 여직원이 사망하였는데, 이 중 한명은 카운터 뒤의 용기 가까

이에 있다가 죽었으며, 다른 2명은 서쪽벽을 향해 의자에 않은 채로 사망하였다.

  용기로부터 카운터의 반대편에 서 있던 호스테스 한 명은 신체 상반부에 심한 화상

을 입었는데 이 여자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나갈수 있었으므로 구조되었다.

  예약계원, 케셔, 프론트데스크 요원은 전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대

피할 수 있었다. 예약계원은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며, 현관 전면에 있던 3명의 종업원은 

조금도 부상을 당하지 않고 피난하였다.

  프로판 가스로 인해 불은 순식간에 커피숍을 휩싸고, 이어 로비의 가연성 내장재 

전체로 번졌으며, 호텔계단의 피난로를 가로 막았다.

  불길이 계단을 통해 3층과 4층까지 번져가자 전 건물은 연기와 독가스로 가득차게 

되었다.  3층의 난방 및 에어콘은 닥트가 열려 수직개통부를 통해 연기와 열이 사무

실측과 호텔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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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난과 구조

  오전 10시경 사무원 하나가 도착 건물정면으로 부터 사무실쪽의 로비에 들어섰다.

그가 정문 주입구를 지날 때에는 철제셔터 때문에 머리를 숙여야 했다. 로비 오른쪽

편의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6층의 버튼을 누르고 탔는데, 웬일인지 엘리베이터는 4

층에서 멈추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 로비에 나서보니 연기가 차 있었디. 건물에 불이 났다고 직감한 

그는 계단으로 달려갔으나, 계단은 셔터가 닫혀 있어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밖으로 나와 건물 뒤쪽으로 가보니 1층부터 3층까지 불에 타고 있었다.

  이때에 소방대가 도착했는데, 21층에도 역시 불길이 보였다.

  3층에서 벽지를 바르고 있던 한 노동자는 건물 밖에서 폭음이 나는 것을 들었으나 

계속 일하다가 실내의 에어콘 벤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그 자리를 

뜨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계단에 연기가 몹시 차 있었다. 그래서 창쪽으로 달려가 2

층의 차양으로 뛰어 내려 안전하게 살아났다.

  그러나 상층부에 있던 다른 사무원들은 이 사람처럼 운이 따르지는 않았다. 6층에 

있던 한 사람은 9층에 올라가 그곳에 있던 2명의 회사동료들과 합류하였으나, 이 3사

람은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 밖에 없었다.

  18층에서 계단으로 17층까지 내려갔으나, 연기와 열 때문에 더 내려가지 못해 창 

밖으로 뛰어내려 일단 피난은 했으나, 얼마 후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도 있었다.

  연기냄새와 종업원들의 화재 경보소리에 자리를 차고 일어난 호텔 손님들은 피난하

려 했으나, 피난할 수 있는 곳은 복도일 뿐 계단은 연기와 열로 충만하였다.

  저층부에 있던 사람들은 안전하게 뛰어 내리거나 시트로 끈을 연결하여 내려오기도 

했으며, 창가에서 구조를 기다리기도 했다. 또한 옥상에서 헬리콥터로 구조된 사람들

도 있었으나, 다른 고층부에 있던 사람들은 절망적이였다.

  7층에서 일한던 한 종업원은 복도에서 연기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화재가 났다는 

것을 직감하여 각 객실문을 두두려 손님들을 깨우고 난 뒤 계단을 통해 8층으로 올라

가 호텔 뒤쪽의 7층 옥상으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살아났다. 이 사람처럼 50명의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8층에서 호텔 뒤쪽 7층 옥상을 통해 구조되었다.

  전화교환원 한 사람은 연기가 5층의 교환실에 들어가고 있었으나, 계속 교환실에 

앉아 있다가 연기가 심해지자 동편 창쪽으로 달려가 인접한 4층 건물의 지붕으로 뛰

어 내려 부상하나 없이 살아날 수 있었다. 이 교환원과 같이 살아난 사람이 많았다.

  기타 많은 사람들이 질식하여 죽었으며, 수명의 호텔손님들은 시트로 끈을 만들어 

동편의 벽을 타고 내려오려고 했다. 8층에 있던 2명이 이런 방법으로 피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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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층 한 손님은 시트로 끈을 만들어 14층으로 내려오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아래 

층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하여 7층까지 내려갈 수 있었으며, 여기에서 소방원이 던져준 구명밧줄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되었다.

  옥상에서 헬리콥터로 구조를 받아 보려고 스카이라운지로 올라갔으나, 스카이라운

지의 상태가 악화되어 여러 사람들이 죽게되었다.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스카이라운지에서 23명의 희생자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수직사다리를 타고 옥상에 올라간 사람은 8명이었다.

  라운지에 갇힌 많은 사람들이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한 것은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

문이 잠겨있었기 때문이다.

  군 헬리콥터는 구명줄을 이용하여 옥상에 올라있던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

불행히 이들중 2명이 인근 고층건물 옥상의 안전지대에 도착하기 전에 떨어져 죽었

다.

  하층부에 도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절망의 상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절망에 질려 많은 사람들이 뛰어 내리다 죽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매트리스를 안고 뛰어 내리는 무모한 행동도 시도했다.

  이 건물의 전후, 그리고 인근 건물의 옥상에는 무수한 시신들이 흩어져 있었다.

5. 소방작업

  서울시 소방업무는 시경 소방과에서 담당하였지만, 치안국 소방과에도 소방업무 책

임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 소방구역은 대연각호텔이 있는 중부지역을 비롯해 4개구역

으로 구분되며, 각 구역마다 본서가 있고 서장이 그 구역을 관장한다.

  서울시에는 24개 파출소, 소방대, 그리고 4개 소방서가 있으며, 소방서 밑에는 21개 

소방파출소가 있다. 각 소방구역에는 화재경보 접수실과 무선통신실이 있다.

  펌프시설은 전시 잉여장비와 1,000갤론들이 물탱크차에 달린 500rpm 일제 펌프로 되어

있다. 시에는 소화전 시설이 미비하여, 소화는 주로 소방차의 펌프에 의존하고 있다. 사

다리 장비는 31m고가사다리차 한대와 15m고가차 3대뿐 이었다. 다행히 대연각빌딩은 중

부소방서에서 0.7mile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대의 출동이 빨랐다.

  중부소방서가 전화로 화재신고를 받은 것은 이날 오전 10시 17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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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건물외부에서도 보일 정도로 확대되자 소방서에는 화재 신고전화가 쇄도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하였을 때에 하부 3개층은 이미 불이 붙어 있었으며, 상층에는 

연기가 빽빽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얼마후 21층에서도 불길이 보였다.

  우선 소방대원들은 고가사다리로 건물 후방의 7층 옥상에 있던 사람들과 8층 이하

층에 있던 인원을 구조하였다.  다음에 고가사다리차와 고가대를 건물 정면에 놓고 

하층부 불길을 잡기 위해 11층에 집중주수했다. 물은 약 2,000～240rpm으로 물탱크에

서 공급되었으므로, 그 양이 한정되어 호텔 근처에 있는 소화전을 이용하였다.

불길이 하층부에 휩싸였기 때문에 소방 및 인명구조 작업은 외부에서만 할 수 밖에 

없었다.

  화재신고가 있은 뒤 1시간도 채 못되어 한국군과 미군의 헬리콥터 8대가 도착하였

으며, 한국군 헬리콥터는 옥상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헬리콥터가 구명

선으로 창가에 나와 있던 사람들을 구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헬리콥

터가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연기로 시계가 불량하고 온도가 상

승하여 위험했기 때문이다.

  12시 정오에 이르러서는 약 40여 소방장비가 동원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능한 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을 도울 수 있도록 하

라고 지시했다.

  결국 이 화재진압에는 소방관 528명, 의용소방대원 113명, 경찰관 750명, 구청직원 

400명, 군인 115명, 의료반원 30명이 동원되었다. 또한, 협조요청을 받은 미8군 소방

대는 펌프, 물탱크장비를 동원 온종일 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길을 막고 서 있는 수천명의 구경꾼들을 통제하는데 200여명의 경찰이 동원되었다.

  11층에 묵고 있던 한 중국외교관을 살리기 위해 극적인 구출작전도 시도 되었다.

그가 묵던 방은 호텔 정면쪽에 있었다. 12시 30분경에 몸을 담요로 둘러싸고 창가에 

나타난 그는 자기가 처해있는 상황을 침착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소방원들은 불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의 주위에 집중 주수했는데도, 점차 불길

은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현장의 모든 구경꾼들의 시선은 이 중국 외교관에게 집

중되었다. TV는 이 광경을 생방송하였으며, TV시청자들로부터는 갖가지 구조묘안이 

제시되었다. 한국군측에서는 구명선을 쏘아 올리려 했으나 이는 무모한 시도였다.

  얼마후 그는 창에서 보이지 않았는데 분명히 졸도하였을 것으로 믿었다.

  오후 8시경 소방원들이 건물 내로 들어가 그를 찾아냈는데, 그때에도 아직 그는 살

아있었다. 곧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1월 6일 호흡장해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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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5시 30분 이후에는 불길이 잡혔으나, 여열때문에 7층 이상에는 접근할 수 없

었다. 저녘 8시부터 18시간에 걸쳐 철저한 희생자 발굴작업이 진행되었다. 모든 시체

는 시체공시장으로 운반되었다. 163명의 희생자중 121명은 발굴현장에서 발견되었으

며, 38명은 화재시 뛰어내리다가 사망했고, 2명은 헬리콥타로 구조되다가 떨어졌으며, 

2명은 병원에서 숨졌다. 희생자중 남자는 96명, 나머지는 여자였다. 국적별로 보면 한

국인 147명, 일본인 10명, 중국인 3명, 미국․인도인등이 3명이었다.

  시체 신원확인을 위해 사진과 소지품 명세서가 게시되었으나 17구의 신원이 미확인

되었다.

6. 결    론

  필자가 한국을 방문중일 때에는 정부측의 조사보고서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화재발

생과 연소에 관한 내용 일부는 목격자의 인터뷰와 화재현장에서 얻은 결과이다.

  정확한 화인이야 여하튼 호텔로비 부분이 매우 빠르게 연소된 것은 명백하다.

  두 개의 내부계단을 통해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여야 하는데 계단을 통한 

피난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로비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

  필자가 인터뷰한 목격자들은 화재경보신호가 울렸음을 시인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전원이 끊기기 전에 잠시 운행되었으나, 호텔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

여 성공적으로 피난한 사람은 없었다.

  3구의 시체가 3층의 호텔 엘리베이터 속에서 발견되었다.

  계단과 공기조절용 수직개통구는 연기와 가스가 호텔에서 빠져 나가도록 설계되었

으나, 호텔 계단은 연소를 돕는 결과만 가져왔다.  건물전체에 걸친 가연성 내장재 역

시 연소를 도왔다. 식당, 주방, 그리고 대부분의 객실화재는 현저하게 심했는데 가연

성 구조물, 내장재, 비품등은 거의 다 타버렸다. 난방 및 에어콘용 샤프트를 통해 불

길이 상층부까지 번졌던 것이다. 8층과 그 이상 층의 연소상태를 보면 불이 난 방 및 

에어콘용 샤프트를 타고 올라가 덕트를 통해 각층으로 번져간 것을 알 수 있다.

  호텔 상층부의 복도에는 다른 곳보다 손상되었다. 이 곳의 천장부분은 새까맣게 타

기는 했어도 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벽 마감재료

는 그을리고 열을 받은 흔적이 분명하였지만, 밑부분은 그을리지 않은 곳도 있었다.

  복도 및 객실의 카페트(재료미상)는 다른 가연내장물이 타버린 뒤에야 타버린 것을 

알 수 있었다. 완전히 타버린 객실이 있는가 하면, 특히, 문이 닫힌 객실은 연기피해

만 심하게 받았을 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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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부분은 곳곳이 터져 있고, 연소물질들이 많았기 때문에 완전히 타버렸다.

  호텔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가연성 내장재는 연소를 도왔던 것이다.

이속의 가연성 천장, 구획물, 비품 등은 전부 타버렸다.

  화재가 초기일 때에도 목격자들은 21층 스카이라운지에 불이 번진것을 볼 수 있었

다.

그 이하층(18, 19, 20층)의 사무실부분은 불이 아래층으로 차례로 번져갔으며, 동시에 

4층에서부터는 상층부로 번져나갔다.

  정오까지만 해도 중간층은 불이 붙지 않았다. 건물 서쪽의 하층부에서는 창을 통해 

불이 번져 나갔으나, 기타의 층에서는 수직개구부와 덕트를 통한 연소가 심했다.

  사무실부분의 계단은 단지 연기와 피해 흔적만 있었을 뿐이며, 난간은 약간 그을린 

정도였다.

  로비의 계단 철제문은 잠겨 있었다. 천장 상부의 구획벽의 개구부를 통해 불길이 

사무실쪽과 호텔쪽으로 수평 이동하였다.

  건물 내부면은 전체적으로 심하게 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자체는 멀쩡하게 그

대로 남아있었다. 기둥, 비임, 마루바닥, 스라브 표면만 손상되었을 뿐이다. 몇 개의 

내부 콘크리트 벽돌 구획벽은 불에 약해서 무너졌다.

  대연각호텔 화재는 호텔 화재로서는 1945년 119명의 인명을 앗아간 조지어주 애틀

랜터시의 와인코프호텔 화재사건 이래 최악의 화재라고 보도됐다.

  이 두 호텔건물의 건축특성은 매우 유사하다. 두 건물은 똑같이 불연재로 건조되었

지만, 내장은 가연성 재료로 되어 있었다.

  대연각호텔도 와인코프호텔처럼 한개의 개방계단이 있었다.

  두 건물이 똑같이 하층부에서 올라온 불길에 의해 건물 밑으로 통하는 계단이 차단

되었다. 또한 상층부에 같힌 사람들이 당한 상황은 두 건물의 경우가 흡사했다.

와인코프호텔 화재에 대한 NFPA보고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외부의 창을 통해 탈

출할 수 있는 가능성 이외는 건물 내에 갇혔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만일 대연각호텔 화재가 휴일이 아닌 평일에 일어났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화재에 

직면하게 되어 인명사망은 더욱 많았을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