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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에 위치한 9층규모의 스포츠센터 건물의 1층 주차장 천장배관에서 

착화되어 확대된 화염으로 인해 사망 29명을 포함하여 총 69명의 사상자와 약 2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조사결과, 피해의 주원인은 불법건축시공 및 사용, 소방시설관리미흡 등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부족한 초기 소방대응력과 화재진압과 구조대활동에 대한 지휘판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일부 미

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천화재에서의 소방대응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한 화재재난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초기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위한 재난플랫폼 개발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2. 본 론

화재 발생에 따른 최초 119신고 후, 화재진압대원 4명으로 포함한 총13명의 소방차량 4대( 지휘차량, 펌프

차량 2대, 구급차량 1대)로 구성된 소방선착대가 약 7분 후 현장에 도착하였다. 일반적으로 화재표준전술에 

따르면 진압 및 구조팀을 각2인1조로 편성하여 동시 전개하여 소방활동이 이루어진다. 

소방 현장배치 상황 

Figure 1. Fire Department Site Arrangement Plan and Building Fire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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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선착대는 화재건물의 사용용도, 피난계단의 위치 등의 정확한 건축정보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러한 이유로 초기 소방대응은 당시 부족한 인력으로 주차장의 화재진압과 인접 LPG탱크 방호에 집중되었

다. 이는 2층에 다수의 요구조자 확인과 구조활동이 상대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분석된다. 

화재발생 시, 소방대의 현장도착은 일반적으로 5 ~ 10분이 소요된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지휘판단과 신속

한 소방대응을 위해서, 이 출동시간 내에 건물의 인명안전과 피난에 대한 핵심적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전달이 

필요하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의 재난플랫폼 개발과 현장적용을 통해서 건물의 사용용도

에 따른 예상 재실자/거주자 수의 예측과, 가용한 피난계단 등의 피난정보와 예상피난경로, 피난소요시간과 

소방차량 진입과 전개를 위한 인접지역정보의 실시간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2. Fire Disaster Management Platform Screen Example

이를 위해서 재난플랫폼 상에서 화재상황별 피난알고리즘 기반의 피난예측과 미국 등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Life Safety Drawing 또는 Disaster Diagram 과 같은 재난대응위주의 도면제공과 증축/개축,리모델링 등의 

변경에 대한 건축사용현황의 수시 보완을 통한 최신정보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3. 결 론

제천화재 사례연구를 통해서, 소방대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초기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위해서는 화재대

상 건축물의 피난용량, 비상계단의 위치, 용도에 따른 재실자특성과 예상피난경로, 소방차량 진입과 전개를 

위한 인근지역현황 등 의 핵심정보의 확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재난관리 및 대응을 위한 플랫폼이 개

발되어 현장 적용된다면 효과적이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지원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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