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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삶과 안전을 담다 -

- 2017년 10월 -  월간 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전망

(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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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Big Data 활용, 반복재난 저감을 위한 -

10월10월   재난 및 안전사고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분석··전망전망 (요약)(요약)

 최근 3년간 10월중 재난대응활동 현황 ※ 연중 10월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활동이  평균 추세

구 분 
최근 3 년(10 월) 화 재 안전사고 구 급
출 동 인명구조 출 동 인명피해 출 동 인명구조 출 동 이송인원

계(10 월) 162,812 90,964 1,357 91 32,216 5,757 129,239 85,116

월평균(건) 54,271 30,321 452 30 10,739 1,919 43,080 28,372 

연비율(%) 8.43 8.49 7.46 11.02 8.18 9.08 8.51 8.45 
최근 3 년
(월평균)

1,931,121
(160,927 )

1,071,887
(89,324)

18,179
(1,515)

826
(69)

393,655
(32,805)

63,373
(5,281)

1,519,287
(126,607)

1,007,688
(83,974)

※과거 10월 재난 : 종로구 의류부자재 상가 화재(‘14.10.20.), 종로구 상가밀집지역 화재(‘12.10.31.), 성수대교 붕괴사고(‘94.10.21.) 등

 10월 재난안전사고 분석 및 전망(주요내용)

✔  기온은 평년(14.8℃)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51.8mm)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음.

    ▶ 서울은 10월 하순에 첫서리, 11월 상순에 첫얼음이 나타남.

✔  본격적인 가을철 문화행사와 축제로 야외활동과 단풍을 즐기는 산행
인구의 증가로 산악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10월은 
시민들의 바깥활동이 많아지면서 119신고 접수가 많아지는데, 구조출
동은 산악사고와 약물사고 및 위험물 관련 사고가 많이 있었고, 화재
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화재와 자동차･철도차량 및 산업시설의 화
재가 많이 발생함. 

✔  또한, 최근 3년간 추석연휴 중 발생했던 사고유형별 통계분석 결과, 
구급활동의 경우 총 22,799건 중 복통호소(2,285건, 10%), 오심･구토
(1,842건, 8.1%), 전신쇠약(1,388건, 6.1%), 그 밖의 출혈(1,003건, 6.1%), 요
통(968건, 4.2%), 고열(789건, 3.5%) 등으로 나타났다. 구조활동은 7,068건
으로 1일 평균 416건 출동, 평소 최근 3년간 평균 1일 출동 360건보다 
56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 기간 중에는 잠금장치 개방, 벌
집제거 등 주로 일상활동과 관련 구조활동이 많이 발생함.

✔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대응활동을 살펴보면 약물사고
가 총474건 중 10월에 52건으로 평균(40건) 보다 12건 많이 발생하였
고, 위험물사고는 총461건 중 10월에 52건으로 평균(38건) 보다 14건 
많은 대응활동을 하였다. 산악사고 대응활동은 총4,645건 중 10월에 
493건으로 많이 발생하였음.

✔  특히, 2016년에는 구급활동이 총 344,249건 중에서 10월 29,111건으로 
연평균(28,687건)보다 424건 많이 발생하여 연중  많은 대응활동이 이
루어 졌으며, 두드러지게 많이 발생한 구급 대응활동은 교통사고에서 
구급활동이 총 32,848건으로 연평균(2,737건)보다 443건 많은 3,180건이 
10월에 발생하였다. 시민들은 안전을 위해 항상 준비된 운전습관을 길
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어운전이 필요함.

작 성 자  현장대응단장 오정일  ☎3706-1700 /  재난분석팀장  홍성삼 ☎1730 / 담당자 주용섭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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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 및 재난안전사고 분석·전망

 기상 분석 및 전망 (기상청 자료)

  ❍ (날씨 전망) 10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음. 평균 기온은 평년1)(14.8℃)과 비슷하거나 낮겠음, 

강수량은 평년(51.8mm)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

  ❍ (첫서리) 서울은 10월 하순에 첫서리가 나타남.

     ⇒ 최근 10년 평균 첫서리일(평년편차)은 서울 10월 30일(+4일)이었음.

  ❍ (첫얼음) 서울은 11월 상순에 첫얼음이 나타남.

     ⇒ 최근 10년 평균 첫얼음일(평년편차)은 서울 11월 8일(+9일)이었음.

  ❍ (엘니뇨·라니냐2) 현황 및 전망)

     ⇒ (전망)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최근(9월 10일~16일) 열대태평양의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인 

Nino 3.4(ⓐ:5°S~5°N, 170°W ~120°W)의 해수면온도는 26.

1℃로 평년보다 0.5℃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 주변

(ⓑ:30°N~45°N, 120°E~135°E)의 해수면온도는 25.2℃로 평년

보다 0.9℃ 높은 상태임.

1) 평년값 : 1981~2010년(30년)의 기후자료를 일별, 순별, 월별, 년별로 평균한 자료를 평년값 이라함.
2) 엘니뇨(라니냐) 정의 :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3.4 지역 : 5°S∼5°N, 170°W∼120°W)의 3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5℃ 이상(-0.5℃ 이하)으로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2016.12.23.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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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월 날씨 전망(10월~12월) (기상청 자료)

※ 수도권 월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 평년값과 평년 비슷 범위 기준표

기간

요소

10월 11월 12월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년값 비슷 범위

평균기온 14.3℃ -0.5 ~ 0.5℃ 6.9℃ -0.6 ~ 0.6℃ 0.1℃ -0.6 ~ 0.6℃

강수량 52.4㎜ 80 ~ 120% 51.0㎜ 80 ~ 120% 20.4㎜ 80 ~ 120%

  ❍ (최근 10년간의 10월 특이 기상)

    ⇒ 고온 현상 (2016년 10월)

     ▷ 1973년 이래 전국 평균기온이 네 번째로 높았고, 평균 최저기온은 가장 높았음.

           (편차(℃) : 평균기온 +1.5[4위, 1위 2006년 +2.5], 평균 최저기온 +2.9[1위])

     ▷ 우리나라 남쪽으로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남쪽으로부터 따

뜻한 공기가 유입되었고, 구름 낀 날이 많아 복사냉각이 약하였음.

    ⇒ 많은 비 (2014년 10월 20일~22일)

     ▷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10월 일강수량 극값을 기록한 곳도 있었음.

           (일강수량(㎜) [10월 극값 1위] : 21일 영월 68.5, 충주 86.4, 안동 63.5, 상주 78.8, 보은 81.5, 봉화 

59.0, 영주 101.0, 문경 94.0 등)

     ▷ 우리나라 북서쪽과 일본 남쪽에 위치한 성질이 다른 두 고기압 사이에 형

성된 수렴대와 중국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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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2007년~2016년) 수도권 기후 특성(10월~12월) (기상청자료)

 ❍ 기온

  ⇒ 최근 10년(2007년~2016년) 평균기온은 7.4℃로 평년(7.1℃)보다 0.3℃ 높았음.

- 연도별(1973년~2016년) 평균기온(10월~12월) -

 ❍ 강수량

  ⇒ 최근 10년(2007년~2016년) 강수량은 133.9㎜로 평년(123.7㎜)대비 108%를 기록하였음.

- 연도별(1973년~2016년) 강수량(10월~12월) -

 ❍ 월별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

  ※ 기온·강수량 4개 지점(서울, 인천, 수원, 강화), 일조시간 3개 지점(서울, 인천, 수원) 

평균

  ※ 최근 10년: 2007~2016년, 평년기간 : 1981~2010년

기후 요소 단위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평년편차) ℃ 15.1(+0.8) 7.4(+0.5) -0.4(-0.5)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 20.4 / 10.5 11.8 / 3.3 3.9 / -4.3

강수량 / 강수일수 ㎜ / 일 58.2 / 6.0 48.9 / 9.8 26.9 / 9.1

일조시간 시간 217.1 164.9 171.0

일교차 10℃ 이상 일수 일 29.7 9.4 7.9

일최저기온 0℃ 미만 일수 일 0.2 8.7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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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 ․ 전망 (서울종합방재센터 자료 등) 

   ❍ 최근 3년간
(2014년 ~ 2016년)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활동 현황은 총1,931,121건

이며, 10월은 출동 162,812건(8.43%)으로 연중 출동건수
연평균(최근3년 월평균 160,927건)

가 여섯 번

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 월별 재난대응 활동현황 (2014년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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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121 
140,989

(7.3%)

137,821

(7.3%)

153,955

(8.0%)

153,555

(8.0%)

171,799

(8.9%)

162,169

(8.4%)

177,382

(9.2%)

181,821

(9.4%)

173,242

(9.0%)

162,812

(8.4%)

150,953

(7.8%)

164,623

(8.5%)

안전사고 393,655 25,894 24,772 29,195 29,168 35,952 34,399 42,233 43,601 38,044 32,216 27,914 30,267

화    재 18,179 1,561 1,513 1,860 1,615 1,690 1,425 1,513 1,416 1,436 1,357 1,303 1,490

구    급 1,519,287 113,534 111,536 122,900 122,772 134,157 126,345 133,636 136,804 133,762 129,239 121,736 132,866

❖ 최근 3년간 월별 재난대응 활동현황(건) : 9월(173,242건) 〉 10월(162,812건) 〉 11월(150,953건)

❖ 최근 3년간 월별 재난대응 인명구조현황(명) : 9월(92,027명) 〉 10월(90,204건) 〉 11월(85,373건) 

   ❍ 본격적인 가을철 문화행사와 축제로 야외활동과 단풍을 즐기

는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악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

이 있는 10월은 시민들의 바깥활동이 많아지면서 119신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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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많아지는 구조출동은 산악사고와 약물사고 및 위험물 관

련 사고가 많이 있었고, 화재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화재

와 자동차･철도차량 및 산업시설의 화재가 많이 발생함. 바깥

에서 활동하기 좋은 이번 달에는 야외에서 일어나기 쉬운 안

전사고와 가을철 산행인구의 증가에 따른 산악사고 및 교통사

고 관련 119구급대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3년간 서울시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활동은 연중 10월 여섯 번째

로 많은 대응활동을 나타냄.

최근 3년간 추석연휴 기간 중 119구급대 활동 (2014년 ~2016년)

구 분
2014 년도(연휴 5일간) 2015 년도(연휴 5일간) 2016 년도(연휴 7일간)

9.6. 9.7. 9.8. 9.9. 9.10. 9.25. 9.26. 9.27. 9.28. 9.29. 9.13. 9.14. 9.15. 9.16. 9.17. 9.18. 9.19.

총계 1,279 1,295 1,248 1,345 1,360 1,475 1,282 1,341 1,300 1,254 1,485 1,271 1,331 1,342 1,369 1,368 1,434

복통 126 133 156 148 144 111 125 142 135 105 148 124 148 147 121 121 151

오심구토 77 4 129 130 110 105 97 119 104 94 128 105 120 128 130 132 130

전신쇠약 82 85 62 83 90 96 79 79 70 70 103 68 82 70 86 96 87

요통 51 46 52 59 91 66 52 62 52 64 57 44 46 45 61 55 65

두통 48 35 40 50 29 51 47 59 51 35 45 49 29 40 42 55 55

고열 31 56 62 41 38 44 32 56 37 30 56 55 63 45 48 49 46

설사변비 24 111 51 48 32 22 34 34 34 25 34 33 43 46 34 42 35

의식장애 32 37 33 36 30 30 36 40 35 46 33 39 31 35 36 37 27

호흡곤란 29 8 28 41 26 39 23 27 42 28 47 32 60 27 26 24 43

흉통 14 16 17 21 19 26 16 22 26 21 20 14 21 20 22 22 19

경련 11 13 21 9 11 15 18 15 15 10 14 8 24 14 19 20 12

실신 13 18 9 9 10 12 9 13 9 13 11 9 9 11 13 13 13

마비 7 5 17 10 9 13 8 14 10 20 16 14 5 9 6 9 12

비출혈 7 9 5 5 7 6 17 12 17 8 12 10 9 17 9 8 8

심정지 8 12 14 6 13 12 9 10 13 10 4 7 7 9 9 9 12

배뇨장애 8 48 4 6 6 7 4 7 3 5 4 8 8 10 6 12 4

현기증 10 5 6 10 6 15 12 17 18 12 5 2 3 2 5 7 9

객혈토혈 5 37 7 9 2 9 1 8 5 8 6 7 8 8 6 3 5

호흡정지 8 2 14 7 12 9 7 10 12 9 3 4 6 8 9 8 11

정신장애 7 11 4 1 7 12 6 7 10 3 7 6 9 6 7 11 5

발작 5 8 6 3 1 6 3 7 5 6 4 2 5 4 3 4 3

기타출혈 96 86 62 69 87 62 73 46 39 59 52 46 40 56 47 40 43

기타통증 352 310 269 327 366 404 307 292 300 328 324 272 263 301 307 280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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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추석연휴 기간 중 119구급대 활동 분석 (2014년 ~2016년)

구 분
통 계(추석연휴) 통 계(최근 3 년)

누 계 일평균 점유율 누 계 일평균 점유율

총계 22,779 1339.9 100(%) 1,419,635 1,296.50 100(%)

복통 2,285 134.4 10 125,422 114.5 8.8

오심구토 1,842 108.4 8.1 112,093 102.4 7.9

전신쇠약 1,388 81.6 6.1 92,596 84.6 6.5

요통 968 56.9 4.2 64,368 58.8 4.5

두통 760 44.7 3.3 47,714 43.6 3.4

고열 789 46.4 3.5 48,941 44.7 3.4

설사변비 682 40.1 3 28,228 25.8 2

의식장애 593 34.9 2.6 35,152 32.1 2.5

호흡곤란 550 32.4 2.4 42,251 38.6 3

흉통 336 19.8 1.5 23,266 21.2 1.6

경련 249 14.6 1.1 18,411 16.8 1.3

실신 194 11.4 0.9 13,278 12.1 0.9

마비 184 10.8 0.8 11,003 10 0.8

비출혈 166 9.8 0.7 11,647 10.6 0.8

심정지 164 9.6 0.7 14,069 12.8 1

배뇨장애 150 8.8 0.7 6,868 6.3 0.5

현기증 144 8.5 0.6 13,485 12.3 0.9

객혈토혈 134 7.9 0.6 6,991 6.4 1.2

호흡정지 139 8.2 0.6 11,473 10.5 0.8

정신장애 119 7 0.5 6,838 6.2 0.5

발작 75 4.4 0.3 5,350 4.9 0.4

기타출혈 1,003 59 4.4 66,304 60.6 4.7

기타통증 5,325 313.2 23.4 346,620 316.5 24.4

기타 4,540 267.1 19.9 267,267 244.1 18.8

   ❍ 최근 3년간 추석연휴 기간 중 119구급대 활동 현황

     ⇒ 최근 3년간 추석 년휴 기간 중 구급활동은 22,799건을 출동하여 1일 평균 

1,340건을 출동, 최근 3년간 평균 1일 출동 1,296건 보다 44건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 환자 증상별로 보면 복통이 2,285건으로 1일 평균 134건을 출동하여 최근 3

년간 평균 복통 1일 출동 115건보다 19건 많이 출동하였으며, 추석날 446건 

→ 추석다음날 430건 → 추석전날 382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오심/구토가 

1,842건으로 1일평균 108건을 출동하여 최근 3년 1일평균 102건보다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중독 관련 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며,

     ⇒ 기타 전신쇄약 1,388건, 요통 968건, 고열789건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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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추석연휴 기간 중 119구조대 활동 (2014년 ~2016년)

구분

2014 년도(5 일간) 2015 년도(5 일간) 2016 년도(5 일간)

9.6. 9.7. 9.8. 9.9. 9.10. 9.25. 9.26. 9.27. 9.28. 9.29. 9.13. 9.14. 9.15. 9.16. 9.17. 9.18. 9.19.

총계 442 459 412 448 443 438 426 387 390 379 408 390 421 353 438 390 444

화재 69 102 102 102 101 96 97 84 85 79 77 48 97 45 93 70 101

잠금
장치
개방

59 56 50 50 38 54 57 57 44 55 30 69 63 42 48 46 56

벌집
제거 65 69 37 46 66 44 46 29 36 47 67 44 44 48 48 43 66

동물
포획

46 28 41 29 39 60 42 33 61 31 48 50 45 49 58 49 61

위치
추적 23 24 18 23 13 102 104 115 90 66 12 13 14 9 13 15 12

교통 23 12 16 7 14 19 19 7 6 9 23 12 5 2 22 12 9

승강기 11 7 10 12 13 11 11 18 17 11 15 16 14 13 12 16 11

수난 9 9 3 21 14 7 7 8 0 32 10 12 13 15 14 16 4

산악 2 6 2 10 13 0 7 4 19 12 　 8 5 10 7 7 　

자살 3 8 7 4 4 3 2 3 7 9 10 6 7 7 10 13 9

기타 132 138 126 144 128 42 34 29 25 28 116 112 114 113 113 103 115

최근 3년간 추석연휴 기간 중 119구조대 활동 분석 (2014년 ~2016년)

구분
추석연휴 최근 3년

누 계 일평균 점유율 누 계 일평균 점유율

총계 7,068 415.8 100(%) 393,661 359.5 100(%)

화재 1,448 85.2 20.5 84,777 77.4 21.5

잠금장치개방 874 51.4 12.4 49,144 44.9 12.5

벌집제거 845 49.7 12 28,839 26.3 7.3

동물포획 770 45.3 10.9 44,127 40.3 11.2

위치추적 666 39.2 9.4 39,001 35.6 9.9

교통 217 12.8 3.1 15,875 14.5 4

승강기 218 12.8 3.1 17,554 16 4.5

수난 194 11.4 2.7 9,086 8.3 2.3

산악 112 6.6 1.6 4,645 4.2 1.2

자살 112 6.6 1.6 5,735 5.2 1.5

기타 1,612 94.8 22.8 85,143 77.8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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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추석연휴 기간 중 119구조대 활동 현황

     ⇒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중 구조 활동은 7,068건을 출동하여 1일 평균 

416건을 출동, 최근 3년간 평균 1일 출동 360건 보다 56건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 재난발생 유형별로 보면 화재출동이 1,448건으로 1일 평균 85건

을 출동하여 최근 3년간 화재출동 1일 평균 77건보다 8건 더 출

동하였으며, 추석연휴 3일간을 비교 분석할 때 추석날 283건 → 

추석 전날이 247건 → 추석다음날 232건 순으로 발생됨, 잠금장

치 개방이 874건으로 1일 평균 51건을 출동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잠금장치 개방 1일 평균 45건보다 6건 더 출동하였으며, 벌집제

거가 845 건이 발생 1일 평균 50건을 출동 하여 최근 3년간 평균 

벌집제거 출동 1일 평균 26건 보다 24건을 더 출동하였으며, 기

타 동물포획 770건, 위치추적 666건, 승강기 218건, 교통사고 출

동 217건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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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 등 재난유형별 대응활동 분석 및 전망

  화  재 

   ❍ 최근 3년간 화재대응활동 현황은 전체 18,179건이며, 10월은 

1,357건(7.46%)으로 연중 열한 번째로 적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평균(최근 3년 68.83명)보다 많이 발생(10

월 91명 발생) 하였다. 산업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에서 화기 

취급 관련하여 부주의 등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되지만, 전반적인 화재 대응활동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3년 화재발생 대응활동 현황 (2014년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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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년 6,443 622 615 674 565 548 495 516 518 499 452 477 462

2015 년 5,921 458 452 607 502 541 510 494 483 514 463 397 500

2014 년 5,815 481 446 579 548 601 420 503 415 423 442 429 528

합계 18,179  1,561  1,513  1,860  1,615  1,690  1,425  1,513  1,416  1,436  1,357  1,303  1,490 

❖ 최근 3년간 화재 대응활동현황(18,179건) :  9월(1,436건) 〉 10월(1,357건) 〉 11월(1,3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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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은 추석명절 음식물 조리 등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주택

(주거)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휴기간 유동인

구의 증가와 심한 일교차 및 늦더위(폭염)로 자동차 및 철도 차량 

화재발생이 많아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증가에 따른 산업시설과 의

료·복지시설 등 자연적·사회적 위험요소가 복합되면서 각종 재

난 및 안전사고 대응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세심한 주의와 안전관

리대책이 요구됨. 

최근 3년간 10월 장소별 화재 대응활동 현황 (2014년 ~ 2016년)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합계 평균 최대치

의료,
복지시설 20 10 20 27 15 17 19 8 16 17 16 14  199 16.6 27

산업시설 65 45 65 61 61 53 51 43 47 56 64 52 663 55.3 65

자동차,
철도차량 114 112 132 135 130 97 116 118 105 120 107 123 1,409 117.4 135

합   계 199 167 217 223 206 167 186 169 168 193 187 189 2,271 189.3 223

   ❍ 또한,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장소로는 주거시설3) 화재와 자동

차․철도차량4) 및 산업시설5)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고, 점차 감

소 추세에 있지만 의료·복지시설6)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다. 

3) 주거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주택 등(국가화재정보시스템)

4) 자동차・철도차량: 자동차, 농업기계, 건설기계, 군용차량, 철도차량 등(국가화재정보시스템)

5) 산업시설: 공장시설, 창고시설, 작업장, 발전시설, 지중시설, 동식물시설, 위생시설 등(국가화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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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가운 햇살과 건조한 날씨에는 자동차 및 철도 차량에서 화

재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최근 3년 1,409건의 자동차・철도 차

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가을철인 10월에 120건으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 자동차 화재의 경우 연료폭발 등으로 화재의 규

모가 커지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화재의 원인은 주로 자

동차 엔진오일이 새면서 이에 불이 붙어 발생하거나 내부 전선

의 피복이 벗겨지면서 합선으로 인해 불이 붙는 기계적・전기

적 결함과 차량 적재물에 의한 원인미상의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히 냉각수나 엔진오일이 부족할 경우 차량 내부 온도가 올라

가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며, 차량에 적재된 물품에서 발화

되는 등 화재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자동차 관리

와 점검이 필수이다. 

   ❍ 자동차 화재가 가장 많은 엔진 쪽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데, 특히 건조한 날씨에는 차량 내부에 작은 먼지나 이물질

로도 화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룸을 정기적으로 열어 

엔진 상태와 내부 배선을 점검해주는 것이 좋다. 또 보닛을 열

어 자동차 기름이 새지는 않는지 점검해봐야 하며, 기름이 새거

나 기타 이물질이 끼어있을 경우 정비소를 찾아 점검 및 청소

를 실시해야 한다. 

   ❍ 가을 햇볕에서 차량 내부에 온도는 실외보다 훨씬 더 높기 때

문에 인화성 물질을 차안에 두고 주차할 경우 인화성 물질이 

발화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하면 인화성 물질은 자동

6) 의료・복지시설: 건강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국가화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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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내부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자동차 냉각수가 부족할 경우 

엔진을 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 점검 시 냉각수 잔여량

을 확인해 주고 혹시나 정기적으로 점검을 못했을 경우, 자동차

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면 냉각수 부족을 의심해보고 바로 점검

을 받아야 한다. 

   ❍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초기 대응에 필요한 것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소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하고 사용

법을 익히는 것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다.

      ❖ 중구 황학동 주방기구 상가 화재(2015.10.10.) : 인명피해(사망0, 부상1), 재산피해(17,532만원)

      ❖ 용산구 한강로3가 웨딩홀 화재(2015.10.7.) : 인명피해(없음), 재산피해(1,140만원)

      ❖ 종로구 종로5가 의류부자재 상가 화재(2014.10.20.) : 인명피해(없음), 재산피해(57,488만원)

      ❖ 강서구 화곡동 타임모텔 화재(2014.10.18.) : 인명피해(사망1, 부상34), 재산피해(26,007만원)

      ❖ 종로구 관수동 상가밀집지역 화재(2012.10.31.) : 인명피해(없음), 재산피해(26,551만원)

  안전사고 

   ❍ 안전사고 대응활동은 최근 3년간 전체 393,655건이며, 10월

은 32,216건(8.18%)으로 연중 여섯 번째로 많은 안전사고가 발

생하였으며, 월평균 32,805건보다 589건이 적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가을철은 산행하기 좋은 시기로 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추석연휴 등 가족행사가 많

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에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심

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의 약물사고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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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일기의 변화로 인한 장기간 방치되었던 보일러의 가동 

등으로 가스누출이나 위험물에 대한 안전조치 대응활동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3년 안전사고 대응활동 현황 (2014년 ~ 2016년)

❖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대응활동현황(393,655건) :  9월(38,044건) 〉 10월(32,216건) 〉 11월(27,914건) 

  ❖ 2016.10.14. 광진구 영동대교 차량추락 대응활동 (사망 1명,, 재난피해 승용차 및 교각 난간 파손) 

  ❖ 1994.10.21.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응활동 (사망32, 부상 17, 차량6대 추락)

  ❍ 기상청 가을철 예보에 따르면 10월에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

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

어서 안전사고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지만 불규칙한 기상변

화를 감안해서 시민들의 일기변화에 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

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대응활동을 살펴보

면 약물사고가 총474건 중 10월에 52건으로 평균(40건) 보다 

12건 많이 발생하였고, 위험물사고는 총461건 중 10월에 52건

으로 평균(38건) 보다 14건 많은 대응활동을 하였다. 산악사고 

대응활동은 총4,645건 중 10월에 493건으로 많이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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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유형별 안전사고 대응활동 현황 (2014년 ~ 2016년)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합계 평균 최고치 

약물사고 22 31 43 42 42 31 48 58 31 52 37 37 474 40    58 

위험물 29 28 34 33 44 46 44 37 44 52 37 33 461    38 52

산악사고 311 297 355 351 512 405 386 416 503 493 318 298 4,645 387  512 

합계 373 372 454 437 617 508 500 538 590 616 407 381 5,793 483  617 

 ▲ 최근 3년간 약물사고 대응활동현황(474건) :  8월(85건) 〉 10월(52건) 〉 7월(48건)

 ▲ 최근 3년간 위험물 대응활동현황(461건) :  10월(52건) 〉 6월(46건) 〉 5, 7, 9월(44건)

 ▲ 최근 3년간 산악사고 대응활동현황(4,645건) : 10월(493건) 〈 9월(503건) 〈 5월(5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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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에는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그동안 사용하지 않

았던 보일러나 난방용품을 점검해야 하는 기간이다. 최근 3년

간 안전사고 대응활동에서 나타나듯 10월에 가스 누출이나 위

험물과 관련된 안전조치 대응활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

격적인 보일러 가동 전 보일러 점검 등 사전안전 점검이 필요

하겠음. 보일러 등 에너지 절약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불

필요한 곳으로 연결된 배관을 차단하고, 온수 사용 시 뜨거운 

물을 모아서 찬물을 섞는 것 보다 처음부터 적당한 온도의 물

을 설정해 사용하는 것이 가스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또 실내

의 곳곳에 있는 틈만 잘 막아도 창문 하나를 닫아 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스 관련 안전조치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므

로 사전준비와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을 철저히 하는 안전습

관이 요구됨.

  구 급 

   ❍ 최근 3년간 구급대응활동 현황은 전체 1,519,287건이며 10월

은 129,239건(8.51%)으로 월평균(126,607건)보다 2,632건이 증

가하여 연중 여섯 번째로 많은 대응활동을 나타냈음. 무더위

가 지나고 가을철 나들이 가기 좋은 단풍 시즌에 관광객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사고 관련 출

동준비를 철저히 하고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생 환자의 

유형별 응급처지에 관한 숙달 교육이 필요함.



- 19 -

최근 3년 구급대응활동 현황 (2014년 ~ 2016년)

❖ 최근 3년간 구급출동 현황(1,519,287건) :  9월(133,762건) 〉 10월(129,239건) 〉 11월(121,736건) 

   ❍ 특히, 2016년에는 구급활동이 총 344,249건 중에서 10월 

29,111건으로 연평균(28,687건)보다 424건 많이 발생하여 연중  

많은 대응활동이 이루어 졌으며, 두드러지게 많이 발생한 구

급 대응활동은 교통사고에서 구급활동이 총 32,848건으로 연

평균(2,737건)보다 443건 많은 3,180건이 10월에 발생하였다.   

 교통사고가 많은 10월 특히 추석연휴에는 안전한 귀성 및 귀

경길 차량 운행을 위해 출발 2~3일전 엔진, 제동장치 등 차량

점검을 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야 한다. 운전 중 안전거

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운전습관을 유지하고, 졸음이 올 때에

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해 잠을 깬 후 운전해야 한다. 

고속도로 운전 중에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하고, 어린 아이

와 함께 이동할 때는 연령에 맞는 카시트에 태워야 한다. 

      동물 및 곤충에 대한 대응활동이 점차 증가하여 9월(240건)



- 20 -

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10월에는 평균(64건)보다 15건 많은 

78건으로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증가하는 요인으로 

시민들의 외부활동 증가도 있지만 야외에서 활동하는 동물 및 

곤충의 증가와 곤충의 입장에서는 먹이가 되는 동식물 및 주

거의 획득이나 산란·자기방위를 위해서 각 접촉점에서 충해

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석연휴 성묘나 바깥 활동을 하는 시민

들은 동물 및 곤충의 생리를 이해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출동대는 동물 및 곤충에 관련된 질환에 대한 사전지식과 연

계된 기관을 확인하고 필요한 장비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고온체에 의한 대응활동으로 총 190건으로 연평균(16건)보다 

2건 많은 18건이 10월에 발생하였다. 뜨거운 물과 고온체에 

의한 화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화상부위를 차가운 

물에 식히는 것이다. 화상부위를 흐르는 물에 식히는데 수압

이 너무 쎄거나 얼음을 사용하면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

므로 조심해야 한다. 화상은 다른 상처와 달리 열이 퍼져 주

변 피부조직으로 화상부위가 넓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화상응급처치를 했다면 환부를 보호해야 하는데 상처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2차 감염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상처부위를 깨

끗한 천이나 수건, 멸균거즈 등으로 보호하고 가까운 전문병

원을 방문해서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흉터와 통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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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유형별 구급대응활동 현황 ( 2016년 )

❖ 2016년 교통사고 대응활동현황(32,848건) :  10월(3,180건) 〉 5월(3,126건) 〉 9월(3,046건)

❖ 2016년 동물･곤충관련 대응활동현황(762건) :  9월(240건) 〉 8월(109건) 〉 10월(78건)

❖ 2016년 고온체관련 대응활동현황(190건) :  9월(27건) 〉 7월(22건) 〉 10월(18건)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합계 평균 최고치 

교통
사고

2,246 1,981 2,565 2,565 3,126 2,918 2,911 2,751 3,046 3,180 2,741 2,818 32,848 2,737 3,180 

동물/
곤충

13 12 23 41 56 64 69 109 240 78 34 23 762 64    240 

고온체 19 10 13 15 19 12 22 13 27 18 12 10 190 16     27 

합계 2,278 2,003 2,601 2,621 3,201 2,994 3,002 2,873 3,313 3,276 2,787 2,851 33,800 2,817 3,447 

   ❍ 질병관리본부는 추수 등 농작업과 벌초, 성묘, 등산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외출 시 긴 옷 착용,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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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샤워하기 등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

❍ 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 작업 시 긴팔, 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를 착용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몸 씻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SFTS7)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특히 올해에는 동기간 전년대비 환

자와 사망자가 각각 121%/244% 증가하였다.(8월 31일 기준)  

SFTS는 매개 진드기에 물린 후 1~2주 이내에 고열, 소화기증

상(구역질,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고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소견을 나타내며, 쯔쯔가무시증8)은 1~3주의 잠복기 후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가피(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

7)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

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소화기증상(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냄

8) 쯔쯔가무시증 :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

진 등의 증상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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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검은 딱지)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하나, 특히 남서부지

역(경남, 전남, 전북, 충남)에 서식하는 활순털진드기 등의 유

충에 의해 주로 매개되며, 유충이 왕성히 활동하는 9월 

말~11월 말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한다. 쯔쯔가무시

증에는 효과적인 항생제가 있으나, SFTS에는 효과적인 항바

이러스제가 없어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 치료한

다.

   ❍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귀가 후 즉시 샤워나 목욕하는 등 예방수

<SFTS를 매개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작은소피참진드기 (눈금한칸: 1㎜)

       암컷, 수컷, 약충, 유충 순서

           작은소피참진드기

     좌)성충, 우)약충 비흡혈 상태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활순털진드기> <대잎털진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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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준수해야 하며, 야외활동 후 고열, 두통 등 감기와 유사

한 증상이나 가피가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

료를 받아야 한다.    

 기타 

    ❍ 서울시 기후 특성상 최근 3년간 10월 평균 대기오염도는 미

세먼지 38.33 ㎍/㎥, 초미세먼지 21.0 ㎍/㎥, 오존(O3) 0.018 

ppm, 이산화질소(NO2) 0.033 ppm, 일산화탄소(CO)는 0.5 

ppm, 아황산가스(SO2) 0.004 ppm 이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

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아황산가스는 전월 대비 증가

하는 추세에 있고, 오존(O3)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기의 상태가 여름철보다 나빠지는 것은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대기의 흐름이 많아지고 미세먼지 등의 발

생을 억제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가을철에는 

똑같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고 해도 대기가 안정되

어 있기 때문에 바람과 같이 상하층간에 공기의 섞임 현상이 

적어 대기 중의 오염된 물질들이 상층으로 퍼져나기지 못하

고 지면에서 가까운 상공에 오랫동안 정체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가을은 1년 중 건조한 계절로, 대기 중에 미세먼지 

입자를 씻어 주는 비까지 적다. 가을철이 되면서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는데 이러한 계절의 야외활동이 내 눈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황사, 꽃가

루, 미세먼지 등이 눈을 공격하고 여름에 비해 햇볕 세기는 

줄었지만 자외선 지수는 여전히 ‘나쁨’이 빈번한 것도 원

인이다. 가을볕의 강렬한 자외선은 안구 건조, 안구 충혈, 더 

나아가 결막염 위험을 높인다. 렌즈 착용자라면 이러한 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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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야외 

활동 후 집으로 돌아와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습관은 첫

째, 온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으로 특히 먼지로 뒤덮인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는다. 둘째, 자기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눈을 덮어 지그시 눌러 마사지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마사지는 막혀있는 눈물샘의 구멍을 열어 눈물

을 잘 돌게 하며 눈물을 고르게 퍼뜨리고 눈물이 금세 마르

지 않게 도와준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당황하기 때문에 

손이 절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물질이 들어간 즉시 흐르는 깨

끗한 물에 눈을 씻어 내거나, 안약으로 안전하고, 무리 없이 

빼내는 것이 좋다. 건조한 가을 날씨에 피부질환도 증가하고,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서울시 대기오염측정 3년간 월평균 농도 (2014년-2016년)

구 분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

오존
(ppm)

이산화질소
(ppm)

일산화탄소
(ppm)

아황산가스
(ppm)

서울시 월평균
(3년간 평균치) 46.53 24.42 0.023 0.032 0.5 0.005

3년 09월 평균 31.67 18.67 0.025 0.028 0.4 0.004 

3년 10월 평균 38.33 21.00 0.018 0.033 0.5 0.005 

3년 11월 평균 43.67 23.67 0.013 0.036 0.6 0.005 

❖ 2016년 10월 서울시 대기오염측정 미세먼지: 37㎍/㎥(서울시 기준: 50㎍/㎥)
❖ 2016년 10월 서울시 대기오염측정 초미세먼지: 20㎍/㎥(서울시 기준: 25㎍/㎥)

붙임  최근 한 달(9월) 발생한 주요재난사고 및 과거 10월 발생한 재난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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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발생한 주요재난사고 (2017년 8월)

1 강동구 둔촌동 보훈병원 지상주차장 차량화재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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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개요

     m 일 시 : 2017. 9. 15.(금) 13:46~14:52(현장활동 종료)

구 분 출 동 선착대 도착 지휘차 도착 초진 완진 활동종료

시 각 13:46 13:51 13:52 13:58 13:58 14:52

         ※ 선착대 – 방이119안전센터 2.1km(5분)  / 현장대응단 2.8km(6분)

     m 장 소 :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m 대 상 : 보훈중앙병원 지상주차장 차량

     m 원 인 : 조사중

     m 개 요 : 보훈중앙병원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엔진부에서 원인미상의 화

재가 발생하여 소방대가 진화한 화재임.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 원 : 61명(소방 57, 경찰 4)

     m 장 비 : 13대(펌프4, 탱크3, 구조3, 구급1, 기타2)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없음

     m 재산피해 : 150만원(동산 150만원)

         - 부동산 : 없음

         - 동  산 : 차량 엔진부 소실

《보훈중앙병원》

▷ 위 치 :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 건물구조 : 양식 철골콘크리트구조 13/4층 

   - 연면적 86,071.71㎡, 건축면적 13,330.32㎡

▷ 층별용도

   - 지하1층 소매점 등, 지하1층~ 13층(종합병원) 

▷ 사용승인일 : 201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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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활동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소방청 및 유관기관(경찰, 한전, 도시가스, 구청 등) 상황전파

     m 선착대 현장 도착 즉시 현장 확인 및 화재진압 실시함

     m 선착대 방이대, 길동대 현장 도착 즉시 수관전개 연소저지 및 화재진

압 실시함.

     m 현장대응단 현장 도착 즉시 관계자와 협력하여 안전조치 및 현장통제

     m 주민 불편 사항 해소

         - 현장 및 인근 시민에게 현장 상황 정보 제공

     m 지휘대는 주변 안전점검을 하고 둔촌지구대에 현장 인계 후 귀소

     m 시간대별 주요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13:46
화재 출동 지령(둔촌동 6-2 보훈병원 주차장 싼타페 차량에서 연기) 수보 즉시 

출동
무전수보

13:48
지휘1팀장 이○○  출동대 안전장구 착용 후 인명구조 최우선, 전 출동대는 

차량 화재로 홈 사용 지시
무전전파

13:48 당직원 소방장 박○○ 소방안전지도를 활용 거주 인명구조우선 정보 전파 무전전파

13:49 방재센터로부터 차량 화재 발생 및 연소 확대 우려 있음 무전수보 무전전파

13:49
지휘1팀장 이○○ 차량 화재로 인한 비착대 홈 전용관창 적극 활용하여 

홈방수토록 지시(연소저지)
무전전파

13:50
신고자 통화하여 차량 화재 위치 확인 및 전 차량 보훈병원 

구정문(장례식장)으로 진입하도록 전파
무선전파

13:51

방이대 현장 도착 차량에서 연기 발생 무전전파.

길동대 현장 도착

지휘1팀장 이○○ 길동 진압팀장 정○○에게 차량 내부 인명 검색 및 홈 사용 

초기 진화 지시(주변차량 연소저지 포함)

무전전파

현장활동

13:52

지휘차, 성내대 현장 도착

지휘1팀장 이○○ 지휘차 도착 후 강동구 둔촌동 6-2호 보훈병원 주차장 차량 

화재현장 지휘권선언 

보훈병원 소방 안전 관리자 김○○에게 주변 주차된 차량 이동 조치 및 병원내 

무전전파

현장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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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안전방송 실시요청

13:54

안전담당 박○○ 현장 활동 확보 1차 통제선 설치 및 주변인원 통제함.

안전담당 박○○ 둔촌지구대(성○○ 경사외 1명)도착 확인, 주민접근 통제 및 

주변 차량 소통상태 원활 통제 요청함

무전전파

현장활동

13:56 지휘1팀장 이○○ 차량 1대 소실중이고 연소 확대 없음 전파 무전전파

13:58 당직원 소방교 권○○ 재난발생현황 1차  SNS 상황전파함.  SNS전파

13:58 지휘1팀장 이○○ 완진 보고(15:58) 및 인명 피해 없음 상황전파  무선전파

14:00 지휘1팀장 이○○ 『1차 소방력 조정』타서지원대 철수 지시 무전전파

14:03 방이대 철수 무선전파

14:03

구조대 현장 도착 

지휘1팀장 이○○ 구조대에 차량 보닛 개방 지시 

구조대 지렛대, 절단기를 이용하여 보닛 개방

무선전파

현장 활동

14:04 지휘1팀장 이○○ 『2차 소방력 조정』 굴절, 고덕탱크 철수 지시 무선전파 

14:09 당직원 소방교 권○○ 재난발생현황 2차  SNS 상황전파함.  SNS전파

14:09
지휘1팀장 이○○ 『3차 소방력 조정』 지휘차, 구도대, 성내대를 제외하고  

철수 지시
무전전파

14:10 지휘1팀장 이○○ 구조대 철수 지시 무전전파

14:10 지휘차 재난 상황판 SNS전파 SNS전파

14:14 성내 구급대 철수 무전전파

14:23 지휘1팀장 이○○ 안전담당 박○○에 통제선 철수 지시 무전전파

14:52 지휘팀 현장 활동 종료, 피해 조사 및 현장 위해요소 확인 후 귀소 무전전파

18:00 재난감식 최종상황보고서 작성 상황보고

18:30 통신담당 재난대응 통합 운영일지 작성 일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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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활동 평가회의 결과 (개선사항)

❍ 소방대 활동 현황 분석

  ▶ 출동여건 및 현장도착 상황

     - 상황실 당직원은 소방안전지도 활용 둔촌동 보훈병원 주용도 등 무전 전파함

     - 다수의 신고자가 119에 신고 차량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고 함  

     - 화재수보 즉시 출동하였으며, 출동경로 신호체계 및 도로상황 등을 고려 싸이렌, 

       경광등 활용 신속히 출동함(출동경로 : 구.미주아파트 앞 삼거리 → 성내동 농협사

       거리 → 둔촌역 사거리 직진 → 구. 보훈병원 정문 진입 → 현장 도착)

     - 화재현장 출동 중 각 출동대 원활한 무전교신으로 선착대 및 후착대 현장 상황 파악  

  ▶ 인명검색 및 구조 측면

     - 선착대로부터 화재상황 및 위치 등 정보를 신속히 취득함

     - 선착대(방이대, 길동대) 현장 도착 즉시 상황전파 및 인명검색, 현장 활동 실시함  

     - 구조대 현장 도착 즉시 개인안전장비 착용 및 장비 활용 차량 본닛 개방 실시함 

  ▶ 화재진압 측면

     - 선착대(방이대) 개인안전장비 착용 및 40mm수관 연장하여 폼 활용 화점에 집중방수 

       실시함 

     - 후착대(길동대, 현장대응단) 개인안전장비 착용 및 40mm수관 연장하여 폼 활용 

       연소 확대 방지 방수 실시 

     - 지휘1팀장 이○○ 방재센터에 완진 무전보고 및 각 출동대에 상황 전파함  

     - 지휘1팀장 이○○ 각 출동대장에 최종 피해상황 없음 수신 후 철수 조치함 

  ▶ 기타 소방활동 사항

     - 지휘차 현장도착 즉시 안전담당은 소방활동 공간확보 및 화재현장 시민 안전통제선

(Fire Line) 설치함

     - 상황운영 한○○외 1명은 화재발생종합상황판 작성 및 SNS상황전파 실시함 

     - 지휘차에서 시민 안내방송 실시 함

     - 활동종료 후 둔촌지구대에 현장 인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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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활동 평가회의 결과 (개선사항)

❍ 현장활동 사항 분석

  ▶ 아쉬웠던 점

     - 주차장내 밀집된 주차관계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에 방해요인 됨 

     - 병원 사내 방송 및 유선으로 수차례 실시 통화 실시하였으나 화재차량 주위에 

       주차된 차량 관계자 연락 두절

  ▶ 잘한 점

     - 보훈병원 관계자가 화재초기에 목격하여 119에 신고 및 소화기, 옥내소화전으로 

       진화작업 실시함 

     - 병원 관계자 초기 소화로 주위 차량 연소확대 피해 최소화

     - 지휘통제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 최우선 원칙, 선착대 상황보고 등 각 출동대

       세부임부 부여 적정함

     - 소방안전지도 정보제공에 따른 병원 기본 정보파악에 대한 상황전파 적정함  

     - 소방대 현장활동 공간확보 및 화재현장 시민통제를 위한 재난현장 통제선(Fire Line) 

설치 적정함  

     - 선착대 도착 즉시 신속한 화재진압 및 주변 연소확대 방지 주력 적정함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에 따른 안전한 재난현장대응활동 실시 적정함 

     - 유관기관 공조체제 협력대응 실시 적정함

  ▶ 개선사항

     - 주차장내 차량 화재 시 진압활동 상황에서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 마련   

     - 화재발생 시 소방안전지도 정보제공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상 시 각종 훈련,

       소방활동 자료조사 시 지속적인 119행정정보시스템 업데이트 실시 

     -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전문능력 향상 및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에 따른 효율적인 

       재난현장대응 능력배양

     - 형식적 전술훈련평가 지양 및 개인안전장구 정비점검 확인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철저

     - 평상 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및 핫라인을 설치하여 유기적인 재난현장 대응 

       공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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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및 참고사진 

▲ 위치도 ▲ 화재 대응활동

▲ 화재 대응활동 ▲ 화재 대응활동

▲ 화재 대응활동 ▲ 화재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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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천구 시흥동 동명고무로라(공장) 화재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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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개요

     m 일 시 : 2017. 9. 20.(수) 19:30~ 9. 21. 01:40(현장활동 종료)

구 분 출 동 선착대 도착 초진 완진 활동종료

시 각 19:30 19:32 20:56 22:21 9.21. 01:40

         ※ 선착대 – 등촌119안전센터 1.0km(2분)  / 현장대응단 7.69km(14분)

     m 장 소 : 금천구 시흥대로 47길 23 (시흥동 989-7) 

     m 대 상 : 동명고무로라(공장)

     m 개 요 : 동명고무로라 작업장에서 선반을 이용하여 고무로라 연삭 

작업 중 기계적요인(과열)에 의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내부 및 인접건물 연소피해 발생 후 소

방대에 의해 진화된 화재임.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 원 : 137명 (소방 108, 경찰 15, 의소대 5, 구청 5, 한전 2, 기타 2) 

     m 장 비 : 34대 (펌프 11, 탱크 9, 구조 6, 구급 2, 기타 6)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없음

     m 재산피해 : 16,000만원 (부동산 : 1,300만원, 동산 : 14,700만원)

《동명고무로라》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989-7

▷ 건물구조 : 기타 시멘트블록구조 1층

   - 연면적 163.64㎡, 건축면적 163.64㎡

▷ 층별용도

   - 지상1층 고무로라(공장) 및 연삭작업 공장 사용

▷ 사용승인일 : 196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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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동명고무로라 내부 160㎡ 중  90.㎡소실

                    옆 건물 전체 538㎡ 중 20.㎡소실, 40㎡그을림

         - 동  산 : 선반기계, 공업용미싱, 유아용품 및 원단

           ※ 연소건물 B1층 ~1층: 단추공장, 반찬가게, 권성상사(유아용품제조)

              2층 : 피아노학원, 권성상사(유아용품제조) 

   □ 재난대응 활동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소방청 및 유관기관(경찰, 한전, 도시가스, 구청 등) 상황전파

     m 선착대 현장 도착 즉시 현장 확인 및 화재진압 실시함

     m 선착대(시흥대) 현장 도착 즉시 65㎜ 소방호스 4본 연장, 발화지점 

및 주변에 대한 방수 실시함.

     m 구로 화학차 출동 요청

     m 현장대응단 현장 도착 즉시 관계자와 협력하여 안전조치 및 현장통제

     m 주민 불편 사항 해소

         - 현장 및 인근 시민에게 현장 상황 정보 제공

     m 시간대별 주요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19:30 화재 수보 및 출동지령

19:32 선착대(시흥) 도착

19:35 구조대 추가 출동, 독산 펌프차 추가 출동

19:38 펌프차 2개대 추가 출동(난곡, 대림)

19:40 구로대 추가출동(영등포), 지휘차 현장도착, 의용소방대 도착

19:42 한전·경찰·구청·유관기관 출동 요청

19:44 구로 펌프차 도착

19:46 동작 구조대도착, 특수구조대 도착

19:57 본서 화학차 출발 

20:28 한전 조치 완료

20:53 구로소방서장 현장도착 지휘권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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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활동 평가회의 결과 (개선사항)

❍ 화재상황 분석

  ▶ 신고 및 화재상황

     - 17:20분경 공장 작업자 전원이 퇴근한 상태에서 근무자 공○○ 1인이 고무로라 연삭작

업 중 화재를 발견하였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119신고 요청하여 화재접수 됨.(19:30경)

  ▶ 소방활동 상황

     - 선착대 도착 시, 작업장 전체에 농연이 분출하는  최성기였으며 도착즉시 소방력 지원

요청 하였으며, 동명고무로라 공장 전면으로 진입하여 인명검색 및 진압활동 하였음 .

     - 2착대 및 현장대응단 현장도착하여 인명검색 최우선 하였고 건물 사면으로 소방차량 부

서하여 연소저지에 최우선 하였으나, 목재로 이뤄진 가건물 형태의 공장 화재로 급속하

게 옆 건물로 연소 확대 되었고 공장 뒤편 빌라신축 공사장 및 아파트 쪽으로 연소진

행 방어에 최우선하였음. 

  ▶ 개선사항

     - 화재발생 시 소방안전지도 정보제공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상 시 각종 훈련,

       소방활동 자료조사 시 지속적인 119행정정보시스템 업데이트 실시 

     -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전문능력 향상 및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에 따른 효율적인 

       재난현장대응 능력배양

     - 형식적 전술훈련평가 지양 및 개인안전장구 정비점검 확인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철저

     - 평상 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및 핫라인을 설치하여 유기적인 재난현장 대응 

       공조체계 구축.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20:56 초진

21:17 금천구 구의원 김○○ 현장도착

22:21 완진

22:40 건축시공기술사 현장 도착 하여 건물 안전진단 실시

22:42 동대문 급식차량 도착

22:45 금천구 국회의원 이 ○ 현장도착

09.21. 
01:40

상황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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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및 참고사진 

▲ 위치도 ▲ 평면도

▲ 화재 대응활동 ▲ 화재 대응활동

▲ 화재 대응활동 ▲ 화재 대응활동

▲ 화재 대응활동 ▲ 화재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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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서구 등촌동 천우종합목재 옥상 화재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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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개요

     m 일 시 : 2017. 9. 22.(금) 18:52~11:50(현장활동 종료)

구 분 출 동 선착대 도착 초진 완진 활동종료

시 각 18:52 18:58 19:13 19:31 21:50

         ※ 선착대 – 등촌119안전센터 1.9km(6분)  / 현장대응단 1.9km(6분)

     m 장 소 : 강서구 공항대로55길 2(등촌동 650-3) 

     m 대 상 : 천우종합목재

     m 원 인 : 조사중

     m 개 요 : 천우종합목재 창고 천정 가림막이 쳐져 있는 부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가 진화한 화재임.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 원 : 126명(소방 111, 경찰 6, 의소대 1, 한전 2, 도시가스 2, 과학수사2, 형사2)

     m 장 비 : 33대(펌프11, 탱크9, 고가1, 조연1, 구조4, 구급4, 지휘1, 기타2)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없음

     m 재산피해 : 6,000천원(부동산 4,500천원, 동산 1,500천원)

         - 부동산 : 전체 330㎡ 중 40㎡ 소실 25㎡ 그을림

         - 동  산 : 판매용 목재 및 가재도구 소실

《천우종합목재》

▷ 위 치 : 강서구 등촌동 650-3

▷ 건물구조 : 목조 가건물 1동 1층 

   - 연면적 330㎡

▷ 층별용도

   - 지상1층 목재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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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활동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소방청 및 유관기관(경찰, 한전, 도시가스, 구청 등) 상황전파

     m 선착대 현장 도착 즉시 현장 확인 및 화재진압 실시함

     m 선착대(등촌대) 현장 도착 즉시 65㎜ 소방호스 4본 연장, 발화지점 

및 주변에 대한 방수 실시함(탱크차 중계방수).

     m 특수차량 철수하고 조연차 출동 요청

     m 현장대응단 현장 도착 즉시 관계자와 협력하여 안전조치 및 현장통제

     m 주민 불편 사항 해소

         - 현장 및 인근 시민에게 현장 상황 정보 제공

     m 특수차량 철수하고 조연차 출동 요청

     m 시간대별 주요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18:52 방재센터에서 강서구 등촌동 650-3 백석초등학교 옆 목재상화재 접수 무선전파

18:53
지휘차, 등촌대, 구급차, 구조대, 굴절, 화곡대, 영등포구조대, 
양천대, 신정대, 목동대, 상암대, 목동구급차 출동 지령함

무선전파

18:54
지휘차 강서구 내발산동 712-14 동원빌라 화재출동 중 방재센터로
부터 등촌동 화재가 있다는 내용 수보즉시 등촌동으로 현장 이동함

무선전파

18:55
방재센터로부터 신고자는 지나가는 행인이고 목재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 수보

무선전파

18:55 지휘팀장은 등촌대에게 도착즉시 수관 전개하여 화점에 방수 하라는 지시 무선전파

18:55
방재센터로부터 신고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출동대원들은 안전에 유의
하라는 내용과 인명구조 및 연소방지에 주력하라는 내용 수보

무선수보

18:56 지휘차에서 각출동대는 백석초등학교 방향으로 출동하라는 내용 요청 무선전파

18:57
강서소방서 상황실에서 안전지도 활용하여 각출동대에게 건물개요 및
인근 정보 등 각대에게 전파함

무선전파

18:57
지휘팀장은 목동대에게 선착대로 예상되니 도착즉시 신속하게 직접
방수하라는 무전지시

무선전파

18:58 방재센터로부터 신고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출동대는 6개대라는 내용 수보 무선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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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18:58 지휘팀장은 화곡대에게 도착즉시 신속하게 화점에 방수지시 무선전파

18:58 지휘팀장은 구조대에게 화점인근 인명대피 지시 무선전파

18:58 지휘차 현장 도착 활동개시 방재센터에 보고 무선전파

18:59
지휘팀장은 등촌대에게 아래로 내려가 주택연소방지 및 차도
쪽으로 방수 지시

무선전파

18:59 등촌대 현장 도착 활동개시 수보 무선전파

19:01
지휘팀장은 등촌대에게 계단쪽으로 내려가 주택과 목재상 사이로 
진입하라고 지시

무선전파

19:01
등촌대로부터 후착대는 건물 뒤편으로 유도하라는 내용 수보 즉시
지휘차에서 후착대 목동대에게 건물 뒤편으로 가라고 지시함.

무선전파

19:02 양천대 현장도착 활동개시 수보 무선전파

19:04 지휘차에서 각 출동대에게 안전에 유의하면서 작업하라는 무전전파 무선전파

19:04
안전담당으로부터 1차통제선 설치 및 강서경찰서 직원 현장 도착
활동개시 중이라는 내용 수보

무선전파

19:04 화곡대 현장 도착 활동개시 수보 무선전파

19:04 양천대로부터 C면으로 진입하여 연소방지에 주력한다는 내용 수보 무선전파

19:05
지휘팀장으로부터 탱크차 2대 추가 출동시키라는 내용 수보 즉시
지휘차에서 방재센터에 요청

무선전파

19:06
발산대로부터 발산동 음식물화재 안전조치 끝났다는 내용 수보
즉시 등촌동 화재현장으로 현장 이동하라고 요청

무선전파

19:07 지휘차에서 한전, 가스 출동시켜달라는 내용 방재센터에 요청 무선전파

19:07
지휘차에서 발산대에게 백석초등학교 방향 공항대로 염창동쪽으로
출동 요청

무선전파

19:08 지휘차에서 도착한 탱크차량은 소화전 점유하라고 요청 무선전파

19:09
지휘팀장으로부터 펌프1개대 추가 출동시키라는 내용 수보즉시 
지휘차에서 방재센터에 요청

무선전파

19:09 강서구조대 2층 인명검색한바 이상 없음 상층부 검색 중 무선전파

19:09 지휘차에서 방재센터에 방화대 출동시키라고 요청 무선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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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19:10 방재센터로부터 총 11개대 출동되었다는 내용 수보 무선전파

19:11 구조대로부터 1차 인명검색 완료하였고 2차적으로 재검색중이라는 내용 수보 무선전파

19:11 고가차 귀소 조치함 무선전파

19:12 지휘팀장이 방재센터에 조연차 추가출동 요청 무선전파

19:13
지휘팀장으로부터 현재시 초진 인명피해 및  열둘이라는 내용 수보
즉시 방재센터에 보고

무선전파

19:18 발산대 현장 도착 활동개시 수보 무선전파

19:20
자서대 및 타서 지원차량중 목동대, 양천대, 탱크차량을 제외한 탱크 차량 귀
소 조치

무선전파

19:22
지휘팀장은 화곡대는 후면에서 작업하고 전면은 등촌대, 발산대
가 작업 지시

무선전파

19:23
지휘팀장이 등촌대, 화곡대, 발산대, 구조대, 탱크차량을 제외한
차량 귀소조치

무선전파

19:30 타서 지원 탱크차량 귀소조치 무선전파

19:31 등촌구급대를 제외한 구급차량들 귀소 조치함 무선전파

19:32 지휘팀장은 현재시 완진 인명피해 없음을 방재센터에 보고 무선전파

19:40 강서경찰서 과학수사대 현장 도착 무선전파

19:40 등촌대을 제외한 화곡대, 발산대 귀소 조치 무선전파

19:57 한전 도착 활동개시 중 무전보고 무선전파

20:05 가스관계자 추가출동 방재센터에 요청 무선전파

20:18 등촌대, 조연차 귀소 조치함 무선전파

21:33 지휘차 귀소중이라는 내용 방재센터에 보고 무선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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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및 참고사진 

▲ 위치도 ▲ 개요도

▲ 화재 대응활동 ▲ 화재 대응활동

▲ 화재 대응활동 ▲ 화재 대응활동

▲ 화재 대응활동 ▲ 화재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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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로구 숭인동 작업장 화재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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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개요

     m 일 시: 2017. 9. 24.(일) 21:17~9. 25. 1:30(현장활동 종료)

구 분 출 동 선착대 도착 초진 완진 활동종료

시 각 21:17 21:21 22:17 00:11 9.25. 1:30

         ※ 선착대 – 숭인119안전센터 3.0km(4분)  / 현장대응단 5.0km(12분)

     m 장 소: 종로구 종로60길 39-3, 39-7, 39-11(숭인동)

     m 대 상: 숭인동 작업장

     m 원 인 : 조사중

     m 개 요 : 종로구 숭인동 232-8번지 주변 소규모 작업장 밀집지역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3개동 작업장 7개소가 소

실되고 소방대에 의하여 진화된 화재임.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 원 : 184명(소방 152, 경찰 25, 구청 3, 한전 2, 도시가스2) 

     m 장 비 : 57대(지휘 1, 펌프 14, 탱크 18, 굴절 1, 구조 5, 구급 3, 기타 15)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인명구조 2명(현장처치)

     m 재산피해 : 총 70,117천원(동산 50,000천원, 부동산 20,117천원)

《숭인동 소규모 작업장》

▷ 위 치: 강서구 등촌동 650-3

▷ 건물구조: 일반목구조 1동 1층 

   - 연면적 279.37㎡

▷ 층별용도

   - 지상1층 작업장 사용

▷ 사용승인일: 195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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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연면적 279.37㎡ 중 165㎡ 소실, 55㎡ 그을림

         - 동  산 : 작업장 공·기구(제봉기, 세탁기, 용접기 등)/자제 및 재고품/집기류 등

   □ 재난대응 활동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소방청 및 유관기관(경찰, 한전, 도시가스, 구청 등) 상황전파

     m 선착대 현장 도착 즉시 현장 확인 및 화재진압 실시함

     m 선착대(숭인대) 현장 도착하여 발화지점 및 주변에 대한 방수 실시함.

     m 현장대응단 현장 도착 즉시 관계자와 협력하여 안전조치 및 현장통제

     m 주민 불편 사항 해소

         - 현장 및 인근 시민에게 현장 상황 정보 제공

     m 전기 및 가스 안전조치

     m 급식차 지원 요청 등 소방대원 지원 후속조치

     m 시간대별 주요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21:17

상황접수 및 출동지령                                         

-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접수대 근무자로부터 종로구 종로60길 39-3 

주택 1층 건물에서 화염과 연기가 다량 발생된다고 신고접수 후 출동지령 

펌프 8개대 출동함

출동지령

21:20

상황전파(안전전파) 및 안전지도 전파

현장지휘 1팀장 강○○ 출동 출동각대에게 도착즉시 수관연장 및 연소우려방

지, 인명검색 철저 지시함

개인보호장구 및 안전에 유의하여 활동하도록 지시함

당직원 위.박○○ 안전지도 상황 전파함

무선지시

21:21
현장도착 보고 및 활동개시                                     

- 숭인대 현장 도착 활동개시 보고 
무선전파

21:22
인명검색 철저 지시

현장지휘 1팀장 강○○ 선착 구조대인 중부 구조대에게 인명검색 철저 지시 
무선전파

21:23
유관기관 응원 요청

숭인 1진압대장 화재현장 진압 중 한전 속히 출동 요청
무전전파

21:25
현장도착 보고 및 활동개시

 - 무학 펌프 현장도착 및 수관연장 활동 개시 보고
무선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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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21:29
현장도착 보고 및 활동개시

 - 지휘차 및 현장대응단 현장도착 활동개시
무전전파

21:30
무전지시

 - 후착대 연건대, 종로대 등은 포위부서 및 연우방지 지시
무선전파

21:37

2차 안전상황 전파 및 통제선 설치 완료

 - 지붕위에서 방수하는 대원 안전확보 및 주변 위험요인 제거 전파

 - 통제선 설치 완료

안전담당

21:39

무전지시

 - 성북 구조대 현장 도착 및 임무부여

   (발화지점 인근 주택 주민 안전대피 및 구조 지시/ 위험물 제거 지시)

무선지시

21:41

3차 안전 상황전파

 - 옥상 붕괴 위험에 따른 내부진입 자제 등 낙하물, 추락 등 위험 요인 제거 

전파 및 지시

안전담당

21:46
인근 장애인 구조 및 대피 지시

 - 안전지도상 시각 장애인 거주 파악되어 세종로 구급에게 안전유무 확인 지시
무선지시

21:48

4차 안전 상황전파

 - 약해진 건물의 지붕과 내벽의 붕괴가 우려되어 내부진입 금지 및 

   안전거리 확보 후 활동하도록 지시

무전전파

21:52
소방장비 지원

예비 공기호흡기 용기 본서에서 지원(8호차)
상황전파

21:54
5차 안전 상황전파

 - 지붕에서 활동하는 대원 낙하주의 및 연기의 의한 질식 등 안전사항 전파
안전담당

21:54
추가 소방력 요청

 - 조명차 출동 요청( 총 3대 비발 – 무악, 행당, 신교)
소방력 요청

21:57

소방력 요청 및 작전 지시

 - 추가 탱크차 4개대 출동(신당, 종로, 행당, 금호) 

 - 추가 탱크차는 청계천변으로 부서하여 급수할수 있도록 무전지시

소방력 요청

21:57

유관기관 도착 

 - 유관기관 가스 도착하여 현장 가스차단

 - 유관기관 한전 도착하여 현장 전기차단

유관기관 

도착

22:00
현장도착 및 활동개시

 - 무악, 행당, 신교 조연차 현장도착 및 현장활동 개시
무전전파

22:10 중부 구조대 와이어커터기 가지고 건물C으로 지원 지시 무전지시

22:11
현장 도착 및 활동개시

 - 동대문 급식차 현장 도착 및 임무부여 위해 지휘차 방문  
소방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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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22:12
인명구조사항 무전전파
 - 성동 구조대 인근4층 건물 장애인 거주 유무 확인 한바 이상 없음

무전전파

22:17
초진보고
 - 현장지휘1팀장 강○○ 화재초진 되었음을 무전

무전전파

22:19
식수 공급 지시
 - 동대문 급식차에 식수 공급 지시

무전요청

22:20
요구조자 구조 완료
 - 세종로 펌프에서 인계 받은 박○○(남, 79세) 단순연기흡입 현장처치

인명구조

22:28
추가소방력 요청
 - 탱크차 5개대 추가 비발 요청(미근, 청량리, 후암, 종암, 길음)
 - 청계천변 도로로 진입 후 용수공급 지시

무전요청

22:36
식수 공급요청
 - 아리수 본서 현장으로 요청

무전요청

22:41
소방력 재배치 지시
 - 야간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조명차 재부서 지시

무전전파

22:59
유관기관 위치추적 요청
 - 발화 건물 거주하고 있다는 요구조자에 대한 위치추적 실시 요청

무전전파

23:15
요구조자 구조완료
 - 성동구조대에서 구조한 요구조자 난계로 27길 거주 김○○ 단순 연기흡입 
   환자 인계 받아 현장처치 함.

인명구조

23:23
서장님 도착
 - 종로구 숭인동 화재 현장으로 종로소방서장 도착 및 현장상황 보고 실시

상황전파

23:28
무전지시
 - 동대문 급식차에서 공급되는 식수를 현장대원에게 전파 지시

무전지시

23:37
6차 안전상황 전파
 - 현장 활동 중 탈진이나 식수가 필요한 대원 식수를 공급받도록 전파

무전전파

23:43
1차 소방력 조정
 - 청계천 변에 작업에 임하지 않는 탱크차 비철 지시
   (신당, 후암, 청량리, 미근, 길음, 행당, 종암)

무전전파

23:46
간식구입 및 배급 지시
 - 현장1지휘 팀장 강○○ 지시 하에 현장대원 140여분의 컵라면 및 식수   

구입지시
무전지시

00:10
냉동기기 업체 거주자 신변확인
 - 냉동기기 업체 거주자 안전지대에서 확인

무전전파

00:11
완진 보고
 - 현장지휘1팀장 강○○ 화재 완진 되었음을 무전으로 센터보고

완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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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활동 평가회의 결과 (개선사항)

❍ 현장활동 토론내용

  ▶ 선착대 및 후착대 유기적인 포위 화재진압으로 피해 감소  

  ▶ 작업장 밀집지역 화재 진화 시 포위부서에 관한 사항

  ▶ 통제선 설치 등 현장통제성 적절성 여부에 관한 사항

  ▶ 구조대 및 대원들 와가 및 목재 건물 화재 진압 시 건물 붕괴 등 현장 활동 대원들 안전 

최우선.

  ▶ 불가피한 상황에서 와가 등 건물 지붕위에서 화재 진압시 전반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

  ▶ 현장 활동시 2인 1조 원칙 준수 및 인명구조 철저에 관한 사항

  ▶ 각 출동대별 임무지정 및 현장안전에 관한 사항 등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00:19
2차 소방력 조정
 - 종로소방서 자서대(숭인, 연건, 종로, 세종로, 구조대)를 제외하고 전 차량 

안전철수 지시
무전지시

01:17
3차 소방력 조정
 - 동대문 급식차 안전귀소 지시

무전지시

01:30
상황종료
 - 현장지휘1팀장 강○○ 현장 경찰에게 인계 후 상황종료 되었음을 보고

상황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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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및 참고사진 

▲ 위치도 ▲ 개요도

▲ 화재 대응활동 ▲ 화재 대응활동

▲ 화재 대응활동 ▲ 화재 대응활동

▲ 화재 대응활동 ▲ 화재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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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거 10월 발생 주요 재난사례

1 광진구 영동대교 차량추락 대응활동  

   □ 사고개요

     m 일 시 : 2016. 10. 14. (금) 06:55 ~ 08:43 (차량인양 완료)

     m 장 소 : 광진구 자양동 1568-17 영동대교 북단 (남단에서 북단방향)

     m 개 요 : 영동대교 북단으로부터 50미터 지점(교각 2~3번 중간) 모범택시

(체어맨)가 난간과 충돌하고 한강으로 추락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93명(소방 61, 경찰 18, 한강사업본부 9, 교량안전과 3, 광진구청 2)

     m 장비 : 26대(소방14대, 경찰6대, 한강사업본부3대, 교량안전과2대, 광진구청1대)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1명(최○○, 운전자, 남, 61세, 심정지 사망판정 07:19) 

     m 재산피해 : 체어맨 승용차, 교각 난간 파손

   □ 재난대응 활동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06:55 영동대교 북단 차량 추락신고 / 소방력 긴급출동

     m 06:57 안전처및 유관기관 (서울시안전통합상황실, 경찰, 한전 등) 상황전파

     m 06:56 소방력 3대 추가출동(소방2-구급2, 수난1)

     m 06:59 소방력(뚝섬수난구조대) 현장 도착 즉시 인명검색 

     m 07:02 소방력 2대 추가출동(소방1-수난1, 구급1)

     m 07:03 경찰 구조정 2대 현장 인명검색

     m 07:04 소방력 1대 추가출동(소방1-구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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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07:06 광진대응단 현장 도착 통제선 설치 및 인명검색 등 현장지휘

     m 07:13 반포수난구조대 현장 도착 인명검색

     m 07:15 수난구조대 수중에서 차량 파괴기구로 파괴중

     m 07:15 서울시 교량관리과(구조팀장) 통보

     m 07:16 뚝섬수난구조대 1명 구조 및 인양(의식이 없고 CPR 실시)

             한강 경찰선 3대 현장 도착

     m 07:24 성수구급대 1명 응급처치(CPR) 및 건대병원 이송

     m 07:24 한강사업본부로 바지선 요청(방재센터)

     m 07:46 뚝섬수난구조대 차량블랙박스 확보 및 확인 중

     m 07:49 수방사로 크레인 지원 요청

     m 07:50 광진소방서장 현장 도착 현장지휘

     m 08:05 본부장님 지시사항 전파

         ※ 인명구조최우선, 안전사고방지, 개인안전장비착용철저 

     m 08:10 크레인(20톤, 서울시소속) 현장도착, 차량 인양작업 준비

     m 08:43 사고차량 다리위 크레인 으로 인양완료(내부 추가인원 없음)

     

현장전술 검토회의 결과 (개선사항)

❖ 수난사고 발생에 따른 수상·지상 구조활동 공조와 통합지휘체계 강화

   ⇒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차량의 한강으로 추락은 수난구조대는 물론 관할 소방서 지휘대 등 공조

체계 강화 필요(지휘권 관할소방서 긴급구조 지휘대장 통합지휘)

   ⇒ 공동 출동대응이 필요한 지역(한강교량, 주요 산악지역)의 “관할소방서-특수구조단” 및 

관할구역이 모호한 한강교량별 관할 소방서간 공동출동대응체계 확보․강화 

❖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민간자원 동원관련 현황과 비상연락망 확보 

   ⇒ 추락한 차량 인양에 따른 크레인 등 유관기관 장비 신속한 동원 및 구조현장 지원

❖ 한강수변 관할 소방서의 보트 등 수난구조장비 보강 및 구조대원 수난구조역량 제고

❖ 향후 대형구조정 교체 시 실제 한강의 활동여건(유량, 유속 등)을 고려해 제원(인

양, 예인능력) 확정 및 반영

❖ 현장지휘팀장의 직무수행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종합방재센터 119신고상황요원 및 관제요원 전문성 강화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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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및 참고사진

        

교통사고 차량추락 현장 위치도 사고현장 대응활동 배치현황

차량추락 현장(영동대교 추락지점) 차량추락 인명구조 대응활동 상황

차량추락 인명구조 대응활동 상황 요구조자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CPR)

인명구조 완료 후 차량인양 활동 인명구조 완료 후 차량인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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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북구 덕릉로(번동) 가내공장(양말) 화재 대응활동  

 

   □ 화재개요

     m 일 시 : 2016. 10. 10.(월) 02:15 ~ 06:45(현장활동 상황종료)

         ※ 선착대(현장대응단0.5㎞) 도착 (02:17) → 초진(02:34) → 완진(02:47) 

     m 장 소 : 강북구 덕릉로51가길 4 (번동 387-59) 가내양말 공장 

       

《화재발생 건축물 현황》
 

 ▷ 구 조 :  벽돌조 일부와가 일부 샌드위치패널가 1층

             1동 2호 연면적 42㎡  

      ※  시유지로 건축물대장에 미등록된 건물임 

 ▷ 상 호 :  거성기업(가내양말 공장)

     m 기 상 : 온도(8℃), 날씨(구름조금), 습도(58%), 풍향(북동), 풍속(0~4m/s)

     m 원 인 : 조사중

     m 개 요 : 가내공장(양말제조) 출입구 부근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화재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62명(소방45, 경찰10, 한전2, 가스1, 의소대4)

     m 장비 : 20대 (소방 14, 경찰3 , 한전1, 도시가스1, 기타1 )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1명(사망 1명), 한일병원이송(02:43) → 사망판정(10.11.17:30분경)

         

성  명 성별/나이 부상정도 이송구급 이송병원 비  고

윤○○ 여/47
안면부 및 등
부위 2도화상

번동구급대 한일병원

     m 재산피해 : 26,624천원(부동산 5,832천원, 동산 20,792천원)

        - 부동산 : 가내공장 22㎡ 소실, 3㎡ 그을림

        - 동 산 : 양말제조기계 4점, 양말 및 집기류 소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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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활동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신고접수 즉시, 소방력 긴급출동 및 유관기관(구청,경찰,가스,한전)상황전파

     m 소방력 도착 즉시 파이어라인 설치 등 안전통제, 화재진압 및 인명검색 실시

     m 강북 경찰서 현장도착하여 주변 통제 실시

     m 구조대 요구조자 1명 발견(윤○○, 47세, 의식‧호흡 무, 02:32)

     m 번동구급대 CPR실시 후 한일병원 이송(02:43) *사망판정(10.11.17:30분경)

     m 화재초진(02:34), 완진(02:47), 현장활동종료 (06:30)

        

현장전술 검토회의 결과 (개선사항)

❖ 재난활동상 문제점
   ⇒ 화재신고 02:14, 출동 02:15, 도착 02:17로 빠른 시간에 도착하였으나, 인적이 없는 취

약시간에 발생하여 신고가 늦음, 선착대 도착시 최성기 화염분출

❖ 향후 대책 및 개선사항
   ⇒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관할 펌프차 활용 지속적인 지리조사 및 장애물 파악, 소방통

로 확보훈련 실시

   ⇒ 지속적인 소방통로 확보 홍보활동을 통한 초기진압활동 강화 

   ⇒ 소방에서 관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화재사망자 방지를 위하여 기초 소방시
설 무료 보급 및 소방가족 우선 기초소방시설 설치 추진

❖ 인명구조 최우선
   ⇒ 심야시간 화재는 우선 요구조자가 존재함을 전제된 상황으로, 신속한 인명구조 최우선

     m 시간대별 주요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02:15 상황접수 및 출동지령 지휘통제계획

02:16
지휘팀장 전 출동대원에게 개인안전장비 착용 철저히 하고신
속한 인명구조 및 65mm수관 사용하여 공격적 화재진압 지시

무선전파

02:17
지휘차, 구조대, 번동대 현장 도착, 즉시 큰수관 3본 전개하여 
전면에서 집중 방수 실시, 지휘팀장 구조대장에게 화점층 신
속한 인명검색 지시

현장조치
무선전파

02:17 안전담당 화재장소 주변에 통제선 설치 현장조치

02:18
안전담당 강북경찰서 번동지구대 나○○등 10명 현장 도착 
확인하여 주변 교통통제 및 화재현장 주변 통제 요청

현장조치

02:19
후착대(창동대) 현장도착 즉시 큰수관 5본 전개하여 전면에서 
집중 방수 실시

현장조치

02:20
후착대(우이대) 현장도착 즉시 큰수관 7본 전개하여 후면에서 
집중 방수 실시

현장조치

02:29 감식 상황판 및 진압작전도 작성, 본부 SNS 상황전파 실시 SNS전파

02:32
구조대장 화점층에서 1차 인명검색실시 요구조자 1명 발견하
고 구급대(6-2호)에게 인계(윤○○, 47세, 여, 중상, 한일병원)

인명구조

02:33 지휘팀장 구조대장에게 2차 인명검색 계속 지시 현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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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발생 현장 위치도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활동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활동 요구조자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CPR)

화재진압 후 내부 소실 상황 화재진압 후 연소 및 구조자 위치(평면도)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02:34 초진 무선전파

02:40
안전담당 대륜E&S 손○○ 현장 도착 확인하여 화재발생현장 
가스안전조치 요청

현장조치

02:40
안전담당 한전 최○○등 2명 현장 도착 확인하여 화재발생현
장 전기안전조치 요청

현장조치

02:43
구조대장 화점층 2차 인명검색한 바 이상 없음 무전 보고.
지휘팀장 3차 상세검색 지시

무선전파

02:47 완진, 구조대장 공장 내 상세 3차 인명검색 실시한 바 이상없음 무선전파

03:45
지휘팀장 소방력 과다로 혼잡 우려되어 자서 출동대를 제    
외한 타서 지원차량 철수 지시

무선전파

04:55 지휘팀장 화재장소 잔화정리를 번동대에게 마무리 작업 지시 현장조치

06:30
화재조사담당 현장에 강북경찰서 번동지구대 나○○에게 현
장 인계후 현장활동 상황종료

현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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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구 퇴계로(황학동) 주방기구 상가 화재 (대응1단계)

   □ 화재개요

     m 일 시 : 2015. 10. 10(토) 05:09 ~ 12:30(현장활동 상황종료)

           ※ 선착대 도착(05:12) → 대응1단계발령(05:36) → 초진(06:20) → 완

진(06:53) → 대응1단계해제(06:54) 

     m 장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81길 26(황학동 754) 

           ※ 황학동 화재경계지구 제2구역 주방기구상가

       

《황학동 화재경계지구 현황》
 ▷ 주    소 : 중구 퇴계로81길(황학동 754) 일대

 ▷ 구조/규모 : 일식 목조 슬레이트가 2/0층 화재경계지구 5구역

    연면적 23,152㎡ 중, 2구역 21동 50호(6,577㎡) 내 11호 (1,426㎡)

 ▷ 화재발생 점포 : 화재경계지구(5개 구역) 중 2구역 주방기구상가

  ※ 서울시 화재경계지구 지정일 : 1986.01.30.

     m 기 상 : 온도(10.2℃), 날씨(비), 습도(95%), 풍향 및 풍속(북동풍, 4.7㎧) 

     m 원 인 : 전기적요인(미확인단락) 추정

     m 개 요 : 건물 전면 차광막 부위 5개의 노후 인입전선에서 원인미상의 

합선으로 발생한 불꽃에 의하여 최초 발화하여 천장과 지붕사이 노

후 된 목재, 합판 등에 초기 훈소 후 틈과 공간을 통해 급격히 연소 

확산되어, 주변 점포에 연소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  원 : 229명(소방 166, 경찰 25, 의소대 33, 구청 2, 한전 2, 기타 1) 

     m 장  비 : 55대(펌프 19, 탱크 21, 구조 6, 구급 5, 기타 4)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없음( 인명구조 1명, 대피유도 15명) 

           ※ 인명구조 : 1명(천○○,남) - ○○여인숙 투숙객(중부구조대)

           ※ 대피유도 : 15명(○○여인숙 : 8명, △○여인숙 : 7명) - 인근여인숙 임시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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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재산피해 : 175,323천원 (부동산 68,185천원, 동산 107,138천원)

        - 부동산 : 점포2개 반소, 3개 부분소, 529.8㎡ 소실, 155㎡ 그을림

        - 동  산 : 중고 가전제품(TV, 에어컨 등), 주방기구(그릇 등), 가재도구 

및 집기류 등 소실

   □ 화재 연소확대 요인

     m 건물구조적 측면 

        - 목조 및 조립식, 벽돌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약 60여년 된 노후 건물 

        - 화재 점포 전면에서 발생하여 슬레이트 지붕으로 연결 천장과 지붕 사이 

노후전선과 합판 공간에 계속된 다발성 스파크로 인하여 점포 및 여

인숙 등으로 급속하게 연소․확대된 것으로 추정

     m 화재방어적 측면 

        - 화재는 목조 구조로 이루어진 천장 속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구획

된 내부의 화재 진압이 어려움

        - 노후건물에서의 알반적인 현상으로서 천정 파괴 시 지붕의 붕괴 

및 소락물로 소방활동에 장애 요인이 됨

        - 발화건물 후면과 인접된 건물과의 거리가 협소하여 주변 건물로의 

연소우려가 높음

     m 지리적 측면 

        - 화재경계지구로서 집중 관리된 관계로 불법주차 차량이 적었으며  

블록화된 지역으로서 진입로의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 발화건물 후면과 인접 건물사이의 간격이 협소하며 화재건물 주변

도로상 전선 난립으로 굴절차 등 특수차 활용 어려움

     m 안전관리적 측면 : 소방활동 시 중앙부의 목조 슬레이트지붕 일부가 

붕괴 되고, 내부는  2차 붕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진입로와 탈출로

가 구분이 없는 구조에서 대원 안전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내부 진

압의 장애 요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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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활동상황 및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

     m 황학동화재경계지구내 점포 화재신고 접수 즉시 관할 소방력 집중 투입

     m 소방력 화재발생 점포 포위부서 연소확대 방지 주력 화재진압 및 인명검색

     m 대응1단계 비상발령 (05:36) /국민안전처 보고 및 유관기관 (구청,경찰등)통보

     m 중부소방서장 현장지휘 /재난지휘버스 출동,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m 국민안전처소방안전센터 지시사항 무선전달/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지대 출동

     m 주방기구점포 화재 완진 (06:53) 잔화정리 / 대응 1단계 해제 (06:54)

     m 인명대피 15명  인근 여인숙에 거처마련(중구청 및 황학동 주민센터)

           ※ ○○여인숙 8명 ⇒ □□여인숙 / △○여인숙 7명 ⇒ □○여인숙

     m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05:09  중구 다산로46길 35-2 (퇴계로 81길26일대) 화재수보 즉시 출동 지휘통제 계획
05:09  1차 출동지령- 차량 16대 45명 (지휘1,펌프5,탱크4.구조2,구급2,기타2) 지휘통제 계획
05:11  출동 중 각 출동대에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장비 장착 무전 전파 무선전파

05:12
 중부지휘차 현장 도착
선착대(진압대) 현장 도착 ⟹ 초기 상황보고
구조대 현장 도착 ⟹ 인명검색 실시

현장 활동
초기상황보고

05:12  경찰 도착(광희지구대 한○○ 등 7명) 현장통제 유관기관 활동

05:36  대응 1단계 발령(중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05:39  화재현장 및 그 이웃지역 주민 대피 방송 실시 현장 활동
05:39  여인숙내 거주자 15명 자력대피 완료(만○-9명, 대○-6명) 현장 활동
05:46  한전 직원 도착(백○○ 등 2명) 전기 차단 및 안전조치 유관기관 활동
05:49  구청, 가스 지원요청 무선전파
06:00  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지휘대(현장대응단) 현장 도착 현장 활동
06:00  중부경찰서기동대 직원(박○○ 등 25명) 도착 유관기관 활동
06:00  중구청 직원(김○○ 등 2명) 도착 유관기관 활동
06:05  여인숙 2개소 자력대피자 15명 중구청 및 황학동 주민자치센터 인계 이재민 조치
06:07  특수구조대 현장 도착 현장활동
06:10  급식차량 지원 무선전파
06:17  중부소방서장 지휘권 선언 지휘권 이양

06:20  초진 현장활동

06:50  유관기관 상황판단회의 실시 유관기관 활동

06:53  완진 현장활동

06:54  대응1단계 해제 (긴급구조통제단 해제)

07:01  현장 일부(부분) 붕괴조짐이 있어 대원 안전조치 강구 무선전파

07:10  언론브리핑 실시(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상황보고

12:30  지휘차 귀소, 펌프차량 1대 현장대기(현장활동 상황종료) 상황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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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발생 위치도 화재발생 황학동 화재경계지구 현황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활동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활동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활동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활동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활동 화재진압 완료 및 잔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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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산구 한강대로(한강로3가)웨딩홀 화재 (대응1단계)

   □ 화재개요

     m 일 시 : 2015. 10. 7.(수) 14:07 ∼ 16:40 (현장활동 종료)

           ※ 선착대 도착(14:10) → 대응1단계발령(14:16) → 초진(14:24) → 대

응1단계해제(14:31) → 완진(14:41)

     m 장 소 : 용산구 한강대로21나길 40 (한강로3가 40-946) ○○웨딩홀

       

《화재 대상물 현황》

 ▷ 구 조 : 인공 폭포 길이 15m, 폭 3m, 높이 5m 2단 구조물 

 ▷ 용 도 : 미관조경(주건물에 부속된 미관조경 구조물(FRP)

 ▷ 소유자 : 마이웨딩홀(근린생활시설)   

     m 기 상 : 온도(23.7℃), 날씨(맑음), 습도(45%), 풍향 및 풍속(남동풍,2.9㎧) 

     m 원 인 : 미상

     m 개 요 : 웨딩홀 기와 한정식 식당과 부속 주차장 사이 설치 되어 있는 

인공폭포 구조물(FRP)에 미상의 열원에 의해 식당 및 사무실 일부 소실 

후 인명피해 없이 소방대에 의해 진화된 화재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120명 (소방 94, 경찰 12, 의소대 3,  구청 6, 한전 3, 도시가스 2)

     m 장비 : 38대 (소방 27, 경찰 5, 구청 1, 한전 1, 도시가스 1, 기타 3)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없음, ※ 자력대피 10명 (한정식종업원 7, 손님 3)

     m 재산피해 : 11,408천원(부동산 5,580천원, 동산 5,828천원)

        - 부동산 : 1층 1,396㎡ 중 9㎡ (식당 3㎡, 주차장 사무실 6㎡) 소실 / 50㎡ 그을림

        - 동  산 : 인공폭포구조물,에어컨실외기 (6대),컴퓨터등사무집기류,자전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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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활동상황 및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

     m 선착대인 현장대응단 진압대 도착 즉시 40mm수관 5본을 연장하여 

인공폭포 구조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화재진압 실시

     m 후착대인 이촌대는 옥외 주차장 2층으로 진입하여 40mm 수관 6본

을 연장하여 인공폭포 구조물에 방수, 연소확대 저지

     m 3착대인 서빙고대는 기와 한정식 1층으로 진입하여 40mm 수관 5본을 

연장 창문을 통하여 인공폭포 구조물에 방수, 연소확대 저지

     m 구조대 도착 1층 기와 한정식 내 사람은 모두 자력 대피한 상태로 

건물 전층 인명구조 실시함.(2층~6층 공가상태 확인함)

           ※ 연소확대 사유 : 인공폭포 구조물은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 

재질로 되어있어 연소시 유독성 연기와 급격한 연소가 이루어짐

     m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14:07 상황접수 및 출동지령

14:08 현장 출동 무선전파

14:10

현장 도착 (지휘차, 5호차, 한강로대(탱크, 굴절), 용산구조대)

 - 지휘팀장 현장 상황 무선 전파

 - 현장대응단장 현장도착 후 현장조정통제 실시  

 - 재난조사 관계자 화재 경위 등 상황파악 

 - 구조대원 현장활동 개시(인명검색 및 현장활동 안전확인 등)  

 - 한강로대 현장활동 개시(수관 전개 및 방수)

무선전파

14:12 지휘팀장 펌프차 3개 대 추가요청 무선전파

14:12 한강로 펌프 현장 도착 후 현장활동 개시 무선전파

14:13

유관기관 통보 :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한전, 도시가스

지휘차 탑승요원 현장 안전통제선 설치 및 화재 상황판 작성

이촌대 현장도착 후 주차장 2층 진입

대면 및 

무선전파

14:16 대응 1단계 발령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무선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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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14:17

용산경찰서 원효지구대 경사 조○○ 외 11명 현장도착

  - 현장통제 및 주변 교통통제 요청.

  - 용산경찰서 관계자 주변 시민 통제 및 주변 교통상황 통제 실시

대면조치

14:18 지휘팀장 출동 구조대원 화재 상층부 인명검색 지시 무선전파

14:19 지휘팀장 한강로대에게 웨딩홀 1층 진입 및  방수지시 무선전파

14:20 후암대, 서빙고대 현장 도착 및 옥내 진입 후 방수 무선전파

14:21
용산소방서장 지휘권이양 현장지휘

 - 인명검색 주력, 화점 집중방수 철저 등
대면조치

14:22 화재진압 시 폼사용 지시 무선전파

14:24 초진 무선전파

14:30 용산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현장 도착 후 활동 개시 무선전파

14:30 지휘팀장 요구조자 및 연소확대 없음 무선 전파 무선전파

14:31 대응 1단계 해제 무선전파

14:32
한전 현장 도착 후 현장활동 실시(서부지사 김○○) 외 1명)

 - 화재 건물(마이웨딩홀) 전기 인입선에 대한 전선 통제 등
대면조치

14:37
도시가스 관계자 현장 도착(팀장 김○○)외 2명)

 - 화재 건물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조치 및 누설 확인
대면조치

14:41 완진 무선전파

14:43 타서지원 소방력 귀서 조치 무선전파

14:45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현장도착(팀장 박○○) 외 5명)

 - 현장 상황 확인 후 추가 필요 장비, 지원 물품 , 이재민 발생 유무 등 확인
대면조치

15:00 현장대응단장 언론브리핑 실시(KBS외 6개 매체) 대면조치

15:30 유관기관(구청, 한전, 도시가스) 현장활동 종료 대면조치

15:40 현장활동 소방력 귀서(이촌대 제외) 무선전파

16:00 이촌대 귀서 무선전파

16:40 현장활동 상황종료 무선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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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발생 위치도 화재발생 장소 평면도

화재발생
○○ 웨딩홀

용 산 역
(1 호선)
(경의 ․중앙선) 신용산역

(4호선)

서울한강
초등학교

서울용산
우 체 국

화재현장 초기 연소상황 화재발생 인공구조물 (전·후)

화재진압 대응활동 후 구조물 현장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활동

화재진압 및 유관기관 대응활동(통제선 설치 등) 화재진압 대응활동 언론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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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로구 종로5가 의류부자재 상가화재 (대응2단계)

□ 화재개요

m 일 시 : 2014. 10. 20(월) 22:57 ~ 10. 21(화) 08:10 (상황종료)  

 m 장 소 : 종로구 종로5가 408번지 의류부자재 상가 일대

        

《건물 현항》

○ 건축물 현황 : 건축물 대장 3개 지번 등록(20개 점포, 37개실)

  - 408번지 : 1961년, 연와조 스라브 1동 2/0층, 연면적 98.65㎡

  - 413번지 : 1959년, 목조 도단즙 1동 1/0층, 연면적 25.92㎡

  - 420번지 : 년도미상, 세멘벽돌조 스레이트 2/0층, 연면적 65.36㎡

             년도미상, 목조 세멘와즙 1/0층, 연면적 28.17㎡

○ 지번도 및 사진

  

※ 화재발생 장소 : 16개 의류부자재 점포 및 창고 등이 밀집된 구조로 연소확대 용이

 

 m 원 인 : 미상

 m 개 요 : 의류부자재 1층 상가 뒤쪽 창고 부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

가 발생하여 의류부자재 및 집기류 등이 소실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332명(소방 177, 경찰 120, 전기 2, 가스 2, 의소대 16, 기타 15)

 m 장비 : 64대(펌프19 , 탱크20 , 방수탑 2, 구조 8, 구급 4, 기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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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없음

m 재산피해 : 574,887천원(부동산: 149,737천원 , 동산: 425,150천원)

       - 부동산 : 의류부자재 점포 일대 - 20개 점포, 37개실 소실 및 그을음

                 삼강빌딩 - 건물외벽 일부 그을음

       - 동  산 : 의류부자재, 전자제품, 사무집기류, 기타 집기류 등 소실

   □ 재난대응 활동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선착대 (연건대) 화재 발생 후 4분 안에 현장 도착, 인명 검색 

m 화재 초기 본부 특수구조단 집중 투입, 인명 검색 및 화재 진압

m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현장 지휘버스 출동 (23:06)

     ※ 대응 2단계 비상발령(23:34), 완진(00:32)

m 인근 점포 등 동대문 종합시장 연소 확대 저지 총력

m 시간대별 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20일 22:57 화재 발생 및 출동

20일 23:06 대응 1단계 발령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버스 출동

20일 23:10 본부 재난대응과장 현장 상황관리 지원 

20일 23:15 소방재난본부장 현장 도착

20일 23:34 대응 2단계 발령, 본부 긴급구조지휘대 방면본부장 현장지휘

20일 23:35 23개 소방서 일제방송, 비상동보 실시 (대응2단계 발령)

21일 00:05 초 진 (동대문 종합시장 등 인근 점포 연소 확대 저지)

21일 00:30 1차 언론브리핑 (종로 소방행정과장)

21일 00:32 완 진 (전체 28개소 중 17개소 연소)

21일 00:42 대응 2단계 해제 

21일 00:45 재난대응과장 현장 지휘

21일 01:05 5개 소방서 현장지휘관 1차 진압작전회의 (재난대응과장 주재) 진압작전지시

21일 01:10 2차 언론브리핑 (종로 소방행정과장)

21일 02:00 5개 소방서 현장지휘관 2차 진압작전회의 (재난대응과장 주재) 잔화정리지시

21일 02:30 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통제단 현장 철추

21일 02:30 현장활동 종료



- 64 -

□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발생 위치도 화재출동 현장도착 당시 상황

화재현장 초기 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활동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활동

화재진압 및 연소저지선 구축 대응활동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활동

화재진압 유관기관 활동(통제선 설치 등)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활동 상황판 작성

현장지휘관 등 상황판단회의 굴삭기 동원 잔화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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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서구 화곡동 타임모텔 화재 대응활동 (대응1단계)

□ 화재개요

     m 일 시 : 2014. 10. 18(토) 21:33 ~ 10. 19(일) 02:45 *22:10(완진)

     m 장 소 : 강서구 월정로20길 60(화곡동 924-1) 타임/ 56 레인보우 모텔

        

《건물 현항》

○ 타임모텔

  - 양식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가 (8층 / 2층, 2,254.59㎡)

  - 화재 당시 60여명 투숙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27명 옥상피난대피(총47객실)

○ 레인보우모텔

  - 양식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가 (7/1층, 1,977.96㎡)

  - 화재 당시 30여명 투숙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 (총 40객실)

※ 타임모텔과 레인보우 모텔 약 1.5m 이격( 1층 주차장 천정부 샌드위치패널 연결)
 

     m 기 상 : 온도(15.5℃), 날씨(맑음), 습도(44%), 풍향 및 풍속(서풍, 1㎧) 

     m 원 인 : 전선합선에 의한 발열(스파크) - 타임모텔 1층 주차장 창고 내

     m 개 요 : 타임모텔 1층 주차장 창고 내 전등배선상 전선합선에 의한 

발열(스파크로) 전선피복 및 주변가연물에 착화 발화되어 타임모텔 

1층 주차장, 인접 레인보우 1층 주차장, 202호 503호 객실이 전소되

고 705호 투숙객 1명이 사망하고, 34명(구조대원1명포함)이 부상당

한 화재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266명(소방 139, 경찰 120, 한전 2, 도시가스 3)

 m 장비 : 58대(소방 40, 기타 18)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35명(사망 1, 부상 34명)

m 재산피해 : 260,075천원 (부동산 166,773천원, 동산 93,302천원)

       - 타임모텔 1층 주차장 전소 (차량7대) / 2~8층 심한 그을림

       - 레인보우모텔 연소확대 / 1층 주차장(차량3대), 202호, 503호 전소 / 전층 그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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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활동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현장 도착 즉시 화점 확인(1층) 및 내부 인명 검색

m 초기 안전한 옥상으로 27명 대피, 화재 진화 후 지상으로 유도(00:09)

m 서울시 긴급구조지휘대 가동 및 현장 지휘버스 출동 (21:48)

  ※ 대응 1단계 비상발령(21:48), 화점 진화 하여 인명 검색 및 화재 진화

m 인근 주변 모텔 등 연소 확대 저지 (비상 방송 후 투숙객 안전 대피)

m 지원기관 활동

       - 강서구청 : 이재민 보호 및 안내 조치, 여행객 사후조치

       - 강서경찰서 : 주변 교통통제 및 사고지점 골목길 안전조치 

m 시간대별 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21:34 출동 신고접수

21:38 화곡대, 신월대, 신정대 현장도착 및 대응활동 전개

21:45 현장대응단 지휘팀, 진압대, 구조대 현장도착 및 대응활동 전개

21:45 양천소방서 구조대 현장도착 및 대응활동 전개

21:47 양천소방서 신트리 현장도착 및 대응활동 전개

21:48 대응 1단계 발령 

21:48 비상소집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21:50 초진

22:05 구조대 3개대 (영등포, 구로, 특수구조대) 지원요청

22:10 화재 완진

22:15 타임모텔 701호 요구조자 인지

22:24 강서구조대 705호 요구조자 발견 및 구조

22:50 대응 1단계 발령 해제

23:15 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통제단 현장 도착

23:19 옥상 요구조자 27명 지상 대피

00:55 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통제단 현장 철추

02:45 현장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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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발생 위치도 타임모텔 및 레인보우모텔 1층 평면도

화재현장 초기 타임모텔 1층 주차장 대응활동 화재현장 초기 레인보우모텔 1층 주차장대응활동

화재진압 대응활동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활동

인명구조 대응활동 타임모텔 및 레인보우모텔 건물 형태

타임모텔 주차장 발화지점 및 연소진행 방향 1층 주차장 연결통로 연소확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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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구 충무로 호텔 신축공사장 화재 (대응1단계)

   □ 화재개요

     m 일 시 : 2014. 10. 9.(목) 08:37 ~ 15:00(완진 09:43)

     m 장 소 : 중구 삼일대로 302 (충무로2가 53-10) 호텔 신축공사장

        ※ 양식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가 20/4층 연 7,409㎡

     m 원 인 : 부주의 (용접) 추정

     m 개 요 : 신축공사장 지하1층 천장부에 라인디퓨즈(에어챔버 설치지

지대) 용접작업중 단열재로 사용된 우레탄폼에 착화 발화된 후 급

격히 연소하여 상층부 작업자 다수가 고립되었다가 구조된 화재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203명 (소방 148, 경찰 50 , 한전 2 , 구청 3) 

     m 장비 : 42대 (펌프 8, 탱크 7, 고가 1, 굴절 1, 구조 11 , 구급 6, 기타 8)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없음 (단순 연기흡입 16명, 중국인 6명)

         ※ 인명구조 14명, 대피유도 및 자력대피 61명

     m 재산피해 : 32,218천원(부동산 21,056천원, 동산 11,162천원)

       - 부동산 : 지하1층 약 349㎡ 중 150㎡ 소실, 200㎡ 그을림

       - 동  산 : 건축자재 및 집기류 일체

   □ 재난대응 활동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화재 발생 후 4분 안에 선착대(충무로) 현장 도착, 4명(2층․6층) 구조

     m 화재 초기 본부 특수구조단 집중 투입, 인명 검색 및 화재 진압

     m 대응 1단계 비상발령 :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현장 지휘버스 출동 (08:54)

     m 옥상 대피 인원 43명, 구조대원 안내로 지상으로 대피 완료

     m 인근 주변 건물 등 연소 확대 저지 및 작업 인부 대피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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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비 고

08:44 6층 요구조자 3명 구조

08:47 고가, 굴절 출동

08:49 2층 요구조자 1명 구조

08:51 지하 발화층 18명 전원 대피 

08:53 옥상대피 확인 위해 구조대 투입

08:54 대응 1단계 발령 /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09:00 차량통제 (교통방송)

09:11 초진

09:13 옥상 43명 대피 유도 (구조대원 안내)

09:30 1차 언론 브리핑 (재난관리과장 김○○)

09:37 7층 9층 15층 요구조자 10명 구조 완료

09:42 옥상 43명 지상층 피난 완료

09:43 완진, 대응 1단계 해제

10:00 2차 언론 브리핑 (현장 지휘대 3팀장 윤○○)

10:35 본부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차량 철수

15:00 최종 잔화정리 및 인명검색후 현장활동 상황종료

□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현장 초기 연기확산 및 대응활동 상황 화재대응 및 인명구조 활동

화재대응 및 인명구조 활동 천정 우레탄폼 연소확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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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랑구 상봉동 도시형생활주택 공사장 화재 (대응1단계)

□ 화재개요

m 일 시 : 2013. 10. 28.(월) 23:15 ~ 23:57(완진)

 m 장 소 : 중랑구 상봉2동 113-1번지 포스티 생활주택 신축공사장

        ※ 양식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가 11/3층 1동 연면적 4,641㎡

 m 원 인 : 전기적요인(합선)추정

 m 개 요 : 전동공구 충전지 연결배선상에 관리취급 소홀로 배선 심선

이 손상되면서 심선간 접촉에 따른 스파크발생 발열현상에 따라 배

선 피복에 착화 발화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116명(소방 93, 경찰 18, 전기 2, 가스 , 보험 , 기타 3) 

 m 장비 : 31대(펌프 9, 탱크 8, 굴절 1, 고가 , 구조 5, 구급 2, 기타 6)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없음

m 재산피해 : 73,475천원(부동산 46,148천원, 동산 27,327천원)

       - 부동산 : 지하1층 397㎡중 300㎡ 소실 및 인접건물 80㎡그을림 

       - 동  산 : 노트북, PC, 냉장고, 에어컨 및 전선, 각종공구류등 소실

   □ 재난대응 활동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발화장소 현황>

m 신고자(최초)

       - 23:10분경 포스티(공사장) 건물옆 동경구락부 일반음식점에서 음주 

및 식사를 한뒤 공사장앞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 공사장 건너편에

서 차를 기다리던 중 공사장을 바라보니 검은 농연이 피어 오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 119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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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1분경 포스티(공사장) 건물 옆에 위치한 영흥빌딩 뒤 주택에 거

주하는 건물주 김○○(남.60세)의 자녀 김○○(여.34세)이 차를 주차

장에 주차하던 중 공사장과 건물사이에서 검은 농연이 흐르고 있음

을 확인 119에 신고

m 화재발생 전 상황

       - 화재발생 전 포스티(공사장) 건물의 공사진도는 60%로서 골조공사

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서 내부적으로 자재가 추가적으로 사용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이동식 철문을 설치하여 보안만 하였을뿐 감시

인은 배치하지 않은 상태

       - 지하1층은 전기 및 설비직원의 사용을 위해 샌드위치판넬을 이용 

구획하여 냉장고, 정수기, 회의용 책상, 책상, PC, 복합기(프린터 

등) 및 전선공사 시 사용을 위한 각종 공구 및 자재 등을 적치함

       - 2층에는 시공사인 포스코IC, 한건종건(주) 직원을 위한 샌드위치 판

넬을 이용 구획한 사무실을 만들어 사용함(3개 구획)

m 화재발생 초기상황 : 지하 1층에서 발생한 농연으로 인해 1층은 어

둠에 쌓인 상태이며 지하 1층에서 발생하는 붉은 화염이 1층으로 치

솟는 상황

m 주요 소방활동 상황

       - 인접한 건물로의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연소방지에 주력, 대규모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대응1단계 비상 발령(23:28)

       -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직원 및 소방서장 현장 출동 지휘권이

양(00:01)

m 화재(재난)대응의 구조적 어려움

       - 짙은 농연과 관계자가 없는 공사장에서 현장정보 수집 제한 : 관내 공

사장 현지적응훈련으로 현장정보 사전 취득으로 초기 대응능력 제고

       - 내부진입 혼란 초래, 위험발생 시 탈출로 확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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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특성상 산재된 건축자재와 위험물, 짙은 농연과 곳곳의 바

닥 개구부로 인한 추락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우려

       - 구획되지 않은 지하층의 넓은 면적이 일시에 연소확대되어 플래쉬

오버 현상 발생

       - 광범위한 현장으로 출동대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 어려움

    ․ 현장지휘관의 철저한 통제에 따른 신중한 현장대응

    ․ 각 출동대 현장활동 전 현장지휘관의 개인별 임무부여

       - 출동대 지휘관의 무선보고 및 무선교신을 통한 작전 전개 어려움 : 

각 출동대별 지휘관의 도착 전, 도착 후, 진입 전 무선교신 및 작전 

전개 상황 전파

m 시간대별 조치사항

         

시 간 조 치 사 항 비 고

23:15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 화재발생 수보

- 중랑구 상봉2동 113-1번지 화재로 최초 수보

23:16 선착대(중화대) 현장도착(농염분출)

23:17 후착대(망우대) 건물 전면에서 화점 방수 시작

23:17
지휘차 신내대,구조대 현장 도착, 신내대 화점 확인 및 구조대 인명검색

- 현장지휘권 이양(중화부센터장에서 현장지휘대장)

23:18
면목대 지하1층 진압 및 화점 방수 시작

- 예방순찰 중 현장 이동

23:27
현장 플래쉬오버 현상 발생

- 진압대 및 구조대 현장 안전대피 확인 지시

23:28 대응1단계 발령 현장지휘대장

23:29 비상연락망 가동 내근 및 간부 비상소집

23:43 특수구조대 현장 도착 현장 인명검색 실시

23:44 현장상황 유관기관 통보(유선 및 문자메세지)

23:57 대응1단계 해제(완진)

00:01
긴급구조통제단장(중랑소방서장) 현장 도착

- 지휘권 이양 선언

01:01
중화대,신내대(잔화정리 실시)

- 인명피해 없음 최종 확인

01:11
유관기관 한전 현장 도착

- 공사현장 전기 차단 실시

03:10 지휘차 현장 최종 확인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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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및 참고사진

     

화재발생 위치도

지하1층 평면도 화재현장 신축공사장 건물

화재현장 1층 전경 화재대응활동 상황

공사장 측면(지하1층 연결 농연, 화염분출) 화재대응활동 후 사무실 내부 상황

화염분출로 인한 인접건물 연소 상황 공사장 측면(지하1층 연결 농연, 화염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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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로구 관수동 상가밀집지역 화재 (대응3단계)

□ 화재개요

m 일 시 : 2012. 10. 31.(수) 06:43 (완진 08:16)

 m 장 소 : 종로구 관수동 43-2번지 전주식당일대(상가밀집지역) 

        ※ 한식 목조 스레트가 2/0층 6동 연면적 241.41㎡ 

 m 원 인 : 부주의 (음식물 조리중 식용유과열 ) 

 m 개 요 : 전주식당 1층 주방에서 부침 조리중 식용유 과열로 축척된 

열기가 천장에 부착된 후드배관을 타고 2층으로 연소확대 착화 발

화된 화재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304명(소방184, 경찰100 , 전기8 , 가스 , 보험 , 기타 12) 

 m 장비 : 54대(펌프19, 탱크18, 굴절3 , 고가1 , 구조6, 구급3, 기타4)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없음

m 재산피해 : 265,512천원(부동산 93,727천원, 동산 171,785천원)

       - 부동산 : 소실면적 885.00㎡  그을음 87.00 ㎡

       - 동  산 : 음식점비품(냉장고,주방집기류) 및 상패제작 기계류 및 집기류 등

   □ 재난대응 활동 및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

      <발화장소 현황>

m 상패(명패)․음식점 약 45개 점포가 밀집되어 있음

m 선착대인 종로119안전센터와는 약 1㎞거리이고 종로 3가 대로변에

서 60~70m 안쪽 골목에 위치하고 있음

m 화재발생 당시 전주식당에는 2명의 종업원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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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진압 활동사항>

m 선착대 도착시 이미 2층으로 연소가 확대된 상태로, 연소확대 방지 

및 인명검색 실시함

m 07:05 화재비상 2호 발령, 종로소방서장 현장지휘

m 07:31 화재비상 3호 발령, 소방재난본부장 현장지휘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

m 종업원 박○○판순(여, 54세)에 의하면 주방에서 파전을 부치기 위해 

후라이팬에 식용유(콩기름)를 붓는 순간, 화염이 치솟았다고 진술

m 종로소방서 현장 도착시 전주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이 호수로 초기진

화를 하고 있었음

m 주방에 설치된 후드배관에서 상부로 연소가 진행된 흔적이 보이고 외

부와 연결된 후드배관 연통 끝부분(2층)이 심하게 소실된 것이 관찰됨

m 관계자 진술 및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후라이펜, 식용유), 연소패

턴(후드배관) 등을 확인한 바, 화재는 전주식당 주방에서 음식물 조

리 중 식용유가 과열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

      <연소확대 요인>

m 전주식당 주방에서 발화된 화재가 후드배관을 타고 2층으로 확산되

어 2층 천장을 둘러싸고 있던 천막 등 가연물을 통해 급격히 연소 확

대된 것으로 추정

□ 현장 및 참고사진

   

전주식당 등 화재현장 평면도 화재대응활동 상황 식당후드 배관(연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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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응활동

□ 사고개요

m 일 시 : 1994. 10. 21.(금) 07:40 ~ 10.26.(수) 17:00 (사고수습종료)

 m 장 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성수대교

       

《성수대교 일반현황》

교 량 명 성  수  대  교  시공자 동아건설(주)
위    치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압구정동  설계자 대한콘설턴트

제    원 B=19.4m(4차선), L=1,160m
구 
조
형
식

상부
Gerber Trass 672m(5경간)
단순합성 Plate Girder 488m공사기간 77.4.9～79.10.15.

하부
교각 22기 (구주식)
교대  2기 (중력식)설계하중 DB-18(2등교): 건설당시 1등교

기초
우물통 기초 17기
파일   기초  7기

공 사 비 11,580백만원

 ※ 성수대교는 개통초에 반포대교, 잠실대교, 영동대교, 한남대교 등과 더불어 영동 신도시 개발로 

형성된 강남․북간 도심과 부도심 간을 잇는 주요 교통축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80년
대 말부터 시작된 상계아파트단지와 분당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성수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여 붕괴당시에는 강북 측 60,000대, 강남 측 45,000대 등 하루 105,000대 교통량.

 m 개 요 : 성수대교의 10번째와 11번째의 교각사이 120미터 중 중앙 

48미터의 현수트러스(Truss)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한강으로 내려앉

았고 다리 위에 주행 중이던 차량 6대가 함께 추락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임

  □ 재난대응 동원현황

 m 인원 : 총4,100명 (소방 373, 경찰 2,169, 군 1,363, 기타 195)

 m 장비 : 총733대 (헬기 36, 선박 98, 보트 147, 구조차 81, 스쿠버 368, 기타 3)

       

구분
동   원   인   원 동    원    장    비

계 소방 군 경찰 기타 계 헬기 선박 고무보트 구조차 스쿠버 기타

계 4,100 373 1,363 2,169 195 733 36 98 147 81 368 3

10.21 1,139 228 745 56 110 315 24 32 69 64 124 2

10.22 1,492 53 590 808 41 271 5 30 53 6 176 1

10.23 492 23 14 421 34 50 1 15 14 3 17 .

10.24 437 23 14 400 . 35 2 7 7 2 17 .

10.25 270 23 . 242 5 31 2 7 2 3 17 .

10.26 270 23 . 242 5 31 2 7 2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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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현황

m 인명피해 : 49명(사망 32, 부상 17) ※ 중상 3명, 경상 15명

       ※ 부상자 응급가료 및 사망자 안치는 한양대병원외 16개 병원과 천

주교회 2개소에 분산조치

m 재산피해 : 차량 6대 추락 (버스 1 , 봉고 1 , 승용차 4)

       - 일반버스 : 16번(한성 운수) 서울대공원 - 번동운행

       - 봉고 : 서울 지방경찰청 소속 차량

       - 승용차 : 세피아, 프라이드, 엘란트라, 르망

   □ 재난대응 활동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m 붕괴직후 현장상황

       - 교량 붕괴 부분에서 달리 던 봉고차 1대와 승용차 2대가 현수     

트러스와 함께 한강으로 떨어진 상태

       - 붕괴 경계지점에 있던 승용차 2대는 부재와 같이 떨어지다가 한강 

물 속으로 빠져버린 상태

       - 남단에서 북단으로 달리던 한성운수 16번 버스가 붕괴 경계지점에 

걸쳐 있다가 뒤집힌 채 떨어지면서 물 속에 미리 떨어져 있던 상판

과 강하게 충돌하며 차체가 완전히 찌그러져 버스로 등교하던 학생

과 직장인등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상태

m 신고접수 및 출동 : 1994. 10. 21 07:46분경 소방본부 및 성동, 강동

소방서 등에 119로 신고 되었고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에서는 즉시 

강남, 동대문, 성동소방서 구급차 13대와 성동소방서의 구급대와 소

방대원 77명을 출동시켜 구조차량에 실려있는 모타-보트를 강에 띄

워 07:56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구조활동을 시작하였고 07;59 영등포, 

종로소방서 2개 119구조대와 소방헬기도 추가로 출동하였으며, 이외

에 경찰과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의 선박과 헬기 등이 속속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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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구조작업에 참여하였으며  09:30분 경에는 특전사(3공수여단)와 

해난 구조대의 잠수요원들이 현장에 투입 사체 인양작업 시작

m 사고현장 부근에 있던 현대산업개발 소속 그린11호(기관사 김○○)

는 성수대교 붕괴 소식을 접하고 08:10분경 현장에 도착 구조작업에 

참여하여 움직이는 사람부터 끌어내기 시작하였고 의경들도 물 속에 

빠진 사람들을 예인선과 헬기에 싣는 등 헌신적 봉사

m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작업은 헬기에 생존자를 실어 운반하는 구조활

동이 종료된 08:45분경에 사실상 끝났고 이후 사체 인양작업이 계속

m 1차 인양작업은 기상조건의 악화로 작업이 불가피해 18:00에 마    

 치고 다음날인 10. 22 09:00부터 군․경․관 합동으로 10. 26 17:00까지 

5차례에 걸친 추가 인양작업을 벌여서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수상 및 수중잠수수색을 벌였으나 핸드백 등 7점의 유품을 제외하고

는 더 이상 발견되는 것이 없어 10. 26일 17:00 합동수색을 중단, 한

강순찰대 계속적인 순찰을 실시

   □ 문제점 및 대책

m 문제점

       1) 설계측면

       - 수직재 파단시 사고 예측이 불가능한 여유응력이 없는 구조로 계획

       - 수직재와 핀 플레이트 용접의 시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설계

       - 현수트러스와 앵커 트러스가 접속되는 핀 연결부 하단에서 횡방향 

브레이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횡력 전달기구가 불합리하게 설계

       2) 시공측면

       - 핀 플레이트와 수직재 플렌지 사이의 용접은 ×형 맞대기용접으로 

설계되었으나 모재 전단면에 걸쳐 용입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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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입 깊이조사 결과 수직 재플렌지 두께가 18㎝인데 반해 미용입 

길이가 최대 16㎜( 유효 용입두께 2㎜)까지 발생된 부재

       - 수직재 플레이트와 연결되는 핀 플레이트의 테이피링 경사도가 

1/10로 설계되어 있으나 1/2.5-1/3정도로 제작되어 40%이상 응력집

중 유발 가능성 내포

       3) 유지관리 측면

       - 균열방지

    · 장기간에 걸친 균열이 그대로 방치되었음이 확인

    · 적절한 점검 및 유지관리 미비로 균열상태 사전 예방조치 미흡

    · 교량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 중 2차적 요인으로 판단

       - 신축이음장치

    · 빗물과 염화칼슘 등의 용해 우수가 유입되었으나 수직재 용접 연

결부는 연결핀으로 보호되고 있어 부식이 크게 일어나지 않음

    · 수직재 붕괴의 직접적 원인 제공으로 판단되지 않음

       - 유지보수시 설치한 까치발

   · 핀 회전을 다소 방해하여 유발되는 추가 응력이 불량용접부의 피로

균열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 수직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교량붕괴의 원인으로는 볼 

수 없음

       4) 소방측면

       - 군․경․민간․소방 등 여러 부서가 구조활동에 참여하여 통 합적인 지

휘체계가 수립되지 않아 현장통제가 미흡

       - 일선 소방서에서 보유한 수난구조용 보트 및 장비의 부족으로 현

장진입 및 구조활동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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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대책

       1) 안전관리 측면

       - 1994. 12.1. 도시시설 안전관리본부 발족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

       - 시설물의 관리자가 임의로 정한 기술이나 지침에 따라 관리하던 것을 

1995.4.5.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

       - 부실 설계 및 감리자에 대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

금으로 부실설계 및 감리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신설

       - 1995. 6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지침서 발간

       2) 소방측면

       - 95. 7. 18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내수면에서의 수난구조 업무가 소방으로 이관 

       - 내수면 근접 일선 소방서에 보트, 잠수장비, 수상스키 등 수난구조

용 장비가 보강

       - 한강 수상구조대 및 충주댐 수상 구조대의 발대로 내수면 수난구

조 능력을 강화시킴.

  □ 현장 및 참고사진

   

성수대교 붕괴 사고현장 인명구조 대응활동 헬기 활용 인명구조 활동

수상탐색 및 구조활동 인명구조 대응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