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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를 이 용한 도시 화재 연구 

- 강남구를 사례지역으로 -

최우혁 

A Study on City Fire Disaster using GIS 
- Using Kangnam District as an Example -

Woo-Hyuck Choi 

요약 : 한국의 대도시가 갖는 영향력은 인구면， 산업면， 기능면， 성장속도면에서 거대한 만큼 위험요소 역시 크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도시사회가 가진 재난 특성은 자연재해보다는 인문적 재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사회의 구조적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즉 재난 발생 특성 및 양상은 그 지역의 환경(자연적， 사회경제 

적)의 특성차이가 공간상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사회가 지닌 생활의 질과 복지수준을 간접적으로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도시화재사고에 대한 관리와 예방을 위해 요구되는 공간데이터를 정 

리， 파악하여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리하였고 도시화재와 관련한 지리공간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G1S기법을 적 

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과제는 도시화재사고가 공간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강남구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화재발생의 예방관리와 대웅조치할 수 있는 공간적 접근방안을 G1S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주요어 : G1S, 도시화재， 화재발생공간， 소방운용공간， 중첩， Allocate, 화재 예방관리 

Abstract The influenæ a 1arge Korl없1 c:ity 벼s increases in socia1 disasters as well as in popu1ation, indusσy， 

function, sκ뼈 of growth is trl얹lendous. Especially, th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society di잃ster is that most of 

the di잃sters are ci띠1 disasters rather from natura1 disasters. It can 뾰 잃id that there are defects cau뼈 by the city 

society’ s sσuctural properties. Therefore, it can be 잃id that the characters and aspects of the city’ s societal di잃ster 

spa떠lly reflects the chara다.eristic differences in spacial environm앙lt(natural， socia1-econornical). 1t can 외so 농 viewed 

that indirectly shows the society’ s quality of lifestyle and the level of welfare. The importanæ of this study is that it 

summarized and analyzed the district data that are required to prevent and manage city fire accidents. Also it 

summarized the scattered data and 없최 G 1S technique to understand the district spatial characteristics that are 

related to c:ity fire acc:ident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at under the assumption that c:ity fire acc:idents are 

related to spatial characteristics, it shows a spatial access p1an for responding to and preventing c:ity fire acαdents in 

the Kangrlarn district u성ng G1S. 

Key Words : G1S(G∞graphical Information Systerns) , Fire-A띠dent Space, Fire-Prevent Spaæ, Over1ap, Allocate, 

Fire-Prevent Manag앙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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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1 장서 론 

최근 인구와 산업의 고도집중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된 대도시는 대표적인 도시경관이라 할 수 있 

는 건축물의 고충화， 대형화， 고밀도화가 가속화되 

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크고 작은 재해재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시사회의 재난 특성 

을 보면 일본과 미국 둥의 경우처럼 자연재난이라 

기 보다 인문적 재난이 대부분이며， 개인적인 속 

성보다는 도시사회의 구조적인 속성에 의한 부작 

용이라 볼 수 있다. 

재난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바는 사 

전예방과 사고발생 시 즉각적 대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지리공간적 특성 정 

보 파악이 용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자 

료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사고성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든지， 관할권 문제로 

인한 시간지연과 일관된 지휘체계의 미확립 둥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각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과제는 도시화재사고가 

공간특성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가정 하에서 강 

남구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화재발생의 예방관리 

및 대웅조치를 위한 공간적 접근방안을 GIS를 이 

용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 

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1) 도시재난 또는 

화재사고에 대한 개념과 연구동향 그리고 국내외 

사례들을 정리하며， 2) 강남구 지역의 화재양상을 

도시기반환경이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속성들을 

이용하여 살펴보며， 3) 연구지역의 화재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체 

계를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화재발생공간 및 소방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공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흐름은 〈그림1)과 같으며， 다루어지 

는 데이터 및 자료는 〈표 1)에서 보는바와 같다. 

<二l 힘 1> 연구 흐룹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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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개념 및 이론적 배경 

제1절 개념정리 

1. 재난의 개념과 재난관리 

현대의 재난1)이 가지는 의미는 시공간을 초월하 

여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유로 인해 위기라고 

불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재난이 위기로 다 

1) 흔히 emergency, harzard, 뼈ast밍， ca떠&rophe， danger, risk 둥의 용어들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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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 2> 진행단체혈 연구방법 

가온 이유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환경변화에 비해 

관리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재난 위기는 도시관리차원에서 더욱 중요 

하게 부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재난이란 

인간의 생명， 재산에 역효과를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환경의 변화 또는 활동을 말하며， 거주지 

역이나 농업 또는 공업활동지역에 물질적 피해， 

경제적 손실 또는 생명의 위험을 가져오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건이다. 공학적인 의미로 특정지역 

의 정해진 기간 내에 잠재적 피해현상의 발생확률 

을 의미하는 수학적 의미로 사용된다(중앙재해대 

책본부， 1993:16). 재난은 그 원인에 따라 크게 자 

연재해와 인위재난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위재난 

을 다시 사회적 재난과 기술적 재난， 발생빈도별， 

재난규모 및 발생단계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서 

울시정개발연구원， 1997:114-115). 재난 중에는 자 

연재해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닌 것과는 

달리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 기술 

의 발달 및 적절한 사용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시 

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Kasperson & P~벼j퍼awk없a， 

1985:17). 

地理學論훌훌 第34號(1999. 8) , 49-66.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재난은 재난관리능력에 

따라 제어될 수 있는 것이다. 재난관리란， 각종 재 

난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과학과 경험에 의해 재난 

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의 완화， 준비계획과 웅급대응 및 복구 

에 관한 정책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한다(조택희， 

1997:11). 그런데 일반적인 관리업무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재난관리는 과정을 중시하기보다는 결과 

위주의 운영이 각별히 강조되는 것이 특정인데 사 

태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대웅이 요구됨을 말한다. 

즉 효율적인 방재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 

건과 사고의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통제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재난관리의 유형구분은 일반적인 방재의 

단계인 예방 및 대비， 대웅， 복구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103). 첫째， 예 

방 및 대비단계에서는 각종 예방 및 대비 계획활 

동이 이루어지는데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친 

단， 취약지역에 대한 보수 및 보강， 위험물에 대한 

지정 및 관리의 활동이 그 핵심을 이루며， 주요대 

상은 각종 시설물의 현황정보 및 점겁， 진단이력 

정보의 관리와 활용이다. 둘째， 대웅단·계에서는 피 

해상황파악， 인명구조 및 구급， 대응자원의 인력동 

원， 소방활동 및 질서유지 등 현장 수습 활동이 이 

루어진다. 주요대상은 건축물 현황정보， 피해상황 

정보， 재난상황정보 등이 이용된다. 셋째， 복구단계 

에서는 피해상황집계와 사고원인 분석을 토대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 복구계획의 수립， 복 

구자원의 배분과 동원 둥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2. 재난관리에 있어 소방의 의미 

소방업무가 단순히 화재를 예방하고 제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실정을 보면， 화재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나 인위재난에 관계없이 119 (소방서)로 신고를 하 

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실과 국민들의 요청에 따 

J , , , 
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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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분장과는 관계없이 모든 

재난현장에 소방조직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오늘날의 소방역할이다. 따라서 소방조직 역할 중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화재재난에 대하여 분석 

연구하고자 한다. 

다양한 화재유형과 원인별로 화재를 분석하고 

도시화재방재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리정보들이 필 

할 수 있다. 그리고 관할소방서간에 업무협조 및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규모의 화재를 효율적으로 

대웅할 수 있다. 

GIS의 분석 기 능을 크게 입 지 (location) , 조건 

( condi tion) , 경향(trend) . 패턴 (pattern) ， 모텔링 

(modeling) 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ESRI， 

1993) ‘ 입지는 특정의 장소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요하게 되는데 주로 화재발생지점 위치파악과 이 고자 하는 것이며， 조건은 해당되는 경우의 위치 

와 관련한 각종 속성데이터， 즉 건축물대장， 도로 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경향은 시간의 변화에 따 

교통상황， 주변 위험물 여부가 직접적으로 필요하 른 입지나 조건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며， 대형사고의 경우 유관기관 및 지역관할 공공 패턴은 찾고자 하는 대상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 

기관과의 긴밀한 정보협조가 요구된다. 이러한 공 

간지리적인 정보를 다루는 분야가 GIS 부문이며， 

따라서 공간요소가 필요한 근거를 서술하면 다음 

과같다. 

1) 위급한 상황대처부문 : 가장 신속하고 정확 

한 처리가 요구되는 부문으로써 화재발생지역의 

는 기능이다. 모텔링은 설정된 상황에서 사건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는 기능이다(권용우외 공저， 

1998:420). 따라서 이 5가지 분석기능 모두 화재방 

재에 적용될 수 있다. 

위치를 파악하고， 사고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제2절 연구동향 및 국내외 구축사례 

게 된다. 이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명령 및 지시가 

수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파악에 걸리는 시간 1. 연구동향 
이 화재현장 투입이전에 이루어지는 최대의 관심 

사가 되는 것이다. 모든 판단의 근거가 우선 공간 재난관리에 있어 소방력 입지선정 및 배분의 적 

적 요소， 즉 위치 (Posi디on) 파악， 발생지점에 관한 정성 연구， 발생한 재난에 대한 시각적 표현(지도 

정보， 주변위치정보， 출동시 최단경로정보 동으로 화 시률레이션 둥)을 돕는 기술적 연구， 재난방재 

이루어지며， 이를 근거로 상황에 대처하게 된다. 를 위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소방행정 업무의 

2) 화재예방관리부문 : 기존에 조사되어 있는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둥 각 분야별로 진행되 

재난발생자료 및 취약지구특성 등을 토대로 사전 어 온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에 재난 예방 대상지역을 설정할 수 있고， 화재예 

방을 보조할 수 있는 소방시설물 배치 및 각 호수 

별 소화기 배치여부， 소방서 보유 차량 및 장비현 2. 국내외 구축사례 
황， 소화전 및 상수배관위치 둥의 공간자료를 이 

용하여 예방관리를 하게 된다1) 미국.2) 

3) 관할소방서비스관리 :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샌디에고에서는 위기대웅을 위하여 ERMS 

여러 관리내용과 인구분포， 주요시설물， 주요도로 (Emergency Response Management Systems)를 

둥을 토대로 각 관할소방서별 서비스지역을 결정 설계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네트원 분석을 통하여 

2) Steve Domer, Derren Duburguet, Laura Brenner, Public Safety Geofi1e C∞rdinator， “Emergency Response Management 
in the City of Sar떠iego" ， SanDiego Fire De따tment， 인터넷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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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꼬사 1강째 관련 연꾸똥향 정리 

Iτ한푸푸J꽉 연팎} ---- -I- - - -- 엔구나펴--

박성준09fJ6) I ·꽁꽁서비스(공원， 도서관， 우체국， 소 
방파촌소， 학교1 병원)에 대한 공간 i 

| 공서버스씩 석정 ’ | 집중도， 형평성， 웰-평뚱성 풍윤 푼석 1 

|입 시선성:il} 배분에 I Emelínda & Shashi ! • 재난대처능택쓸 시간이라 규정하고 i 
i싼한 연구 I (997) 도보와의 관제， 시간대몇 판할서l:l j I 

스지역 설정， 취약지역에 대한 대안i 

| 올 채시 | 

nu' .• '....:J" .• ,<".,.1 1~1ar디n(l996) • 화재사고의 시공간석 패턴， 사고형| GlS:l] 볍월 이-용한 I J. T .1 Ul Wl .1'\ A.. vvVI ....- -, r- ,," , ----, I ~ 0 I 
꽤뜰 지도화하논데 G1S기볍쏠 이용 ! 

회재사고씩 분석 41 _ .. I Cha암arlamudi09써) ! • 째난위기관리에 띠}한 의사결정에 -또 ; 
사 <'1 화에 판한 움잘 주 71 위한 새파운 상보공급원 ; 
여‘，. 

} ‘ l - - i ! 으로 HS와 GIS찰 주장 | 

! 화재사고에 대한 J\..I!I J. ... .l\Ol,..u ..... u .. "",.I.. .. .I .. .I V' I John Hadke(996) • GIS찰 이용하여 화재판피와 정책수 { 

칩에 훤요한 정보룹 제꽁’-하고 화재 l 
의사결정지원에 

위치파악， 자윈배치， 시낀대피요령올- ! 
판한 띤.구 

제시 
·삼풍백회정 ‘녕펴사 ..ïl활 사례로 행정 

관려와 운영의 푼제점올 지적하면서 

관리의 펼요성윌- 강조 

·제난의 위험성쓸 억제하기 위한 소 

방-주.직력 강화방안으로 소방인혁판 

헤 및 행정기구 개떤방안제시 

.소방펙 강화는 썩절한 소방인띄 배 ; 

치에 초점윷 두어 배치모형월- 제시 : 

! 우소정 (997) 

! 소방행성쏘직파 ; 
!::t: 택 회 o~rn 

j 엽무효원·화에 판한 i 
i 연-구 ‘ 

; 겸 한용.(99 1) 

소방본부의 관할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 

도록 돕고 있다. ARCIINFO routing 모률이 이용 

되었으며， AML (ArclInfo Macro Language)을 통 

하여 GUI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구성은 샌디에고 전체를 32007ß 의 작은 

구역 ( 이 하 FDZ -fire demand zone라고 함)으로 세 

분하였고 각각의 FDZ은 속성값으로 대응요소를 

입력하였다. 이 속성값들은 각종 위기에 대한 장비 

와 인력을 자동분배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도로 

망은 ERMS의 기반이 되는데 도로구간별 도로폭， 

속도제한 등의 속성값으로 입력되어 있어 도로상 

황에 따라 목적까지 도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위기관리대응시스댐의 분석기능은 center와 stop 

노드간의 routing 배치， allocation 분석， dynarnic 

point-to-point routing 둥이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 

하여 적정 소방서 관할구역 설정 및 경로분석 둥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일본3) 

고베 대지진 이후 대두된 일본의 NSDI (National 

Spa벼1 Data Infrastructure) 개념과 연관하여 재난 

관리에 대해 일본지리조사국(Geographical Survey 

Institute)은 우선적으로 메트로폴리탄지역을 대상 

으로 새로운 개념의 데이터베이스 틀을 〈표 3)에 

서 보는바와 같이 구축하게 되 었는데 축척 1/잉00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데이터 프레임워 

3) Jun Sato, 1997, “Disaster Management", GIS Asia Pacific December 1997/January 1998, Pearson Professional 
(Singapore) 를 정리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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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Di당ítal l\1ap 25α)(Spatial Data Framework)"에 대 한 정 보내 용 

i 주채 데이싹구조 ""쇼1 서 。

1. 행정 경 계(최소한위)& 해안선 Polygon, Arc. Point 행정코EE， 각 행정명 

2. B10ck Polygon. Arc. Point Block code("ban") 
3‘ 도포땅 Vector. Network :zl 또로 1챙 

4 도로H차도공o증도a사호d싱와에) S선i 보t 의e도해 정간셰 판의( 리 정 경되부 제는와선 도 고속로 VL>ctor ( z해쑤f당요 또)포 도땅호명중섬선만 

5. 수 R계iv종직er섬전 S선관ìte려경제 되(는정부 주-에요하 의천해) Vector, Polygon 각 하천명 

6. 천.또와 역 Vector. Poìnt 각 철도와 역명 

7. ; 표 특서정지지역역(공원， 공형 룹) Polygon 각 지역명 

j8 건붉(중심지역에만 해당) Scanned 주 1m요age 판， 
Poly~on( 공셔 만 해 당) 

공이공룹건불의 코드와 

! 9. 기 품성 (TIN poínt) ‘Poìnt 각 기준집명 

(SDF, Spatia1 Data Framework) 이 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계획이나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l과 2항의 주제항목은 각 행정경계와 블록 단위별 

로 우편번호와 일치시키고 있는데 공간지리위치 

정보 및 여러 속성데이터와의 연결코드로 이용한 

다. 3과 4항은 네트워 분석을 하기 위한 것이며， 5， 

6， 7항은 하천， 철도， 저수지와 같은 형상과 관련되 

는 데이터이며， 8항은 각 메트로폴리탄 지역 중에 

서 중심지에 한정되어 있으며， 배경 데이터로 래 

스터포뱃의 데이터가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9항은 

국가기준점에 대한 TIN 데이터이다. 

짙와-

l g빼대 QI!!! I 

l용 

셔월스앙현헨 갱핸셋앓꿇I 

L린쓰효효효암」 

댄표폰필표그 

C표핀흐그 
| ~정‘톨지원 | 

| ~l!I뭘보샌ξ 

l 유암기 g뻐조 | 

I 

l i!!:iji 웃껑씬강1 i 

l .iJ!빼예!i!검색 l 

l P.t llt 안잉 i 

l 현장.용:I.I!!! I 

l ~1!1~=객입 | 

l 휴t!/ JI 씬tI!E I 

<그램 3> 서쫓소벙‘본부 재난구조구급 시스l댐 꾸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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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서울소방본부는 1991년부터 점진적으로 사업추 

진이 이루어졌는데 빠른 통신망과 관리시스댐의 

개발을 하므로써 적극적인 적용을 시도해야 되는 

시점이라 판단하여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 

었다. 본격적인 추진은 1996년에 한국개발연구원 

에서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설계를 시작하여 1997년 

12월에 LG EDS에 의해 1단계 사업이 구축되었다. 

이 사업은 2C뻐년 l월에 정상적 가동을 목표로 

사업진행되고 있다(정재후， 1998;159-172). <그림 

3)에서는 개괄적인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추진 중 

인 시스템 구성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 3 장 강남구의 화재발생공간 분석 

제1절 자료구축 과정 

본 연구의 데이터 구축 진행 흐름도는 〈그림 

4)와 같으며， 데이터 분류방법에는 데이터 형태별 

분류 방법과 분석기능별 분류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ÃI 행;:，울 

더101 터 

소방관련 
데이터 

건축뚫 ~←ïn 
대장 I I!! \ 1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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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데이터 형태별로 분류하면 〈표 4)와 같으 

며， 둘째 분석기능별 데이터 분류를 하면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화재발생공간을 도출하기 위하여 45개 지 

구를 도로망을 중심으로 추출하였으며， 도시기반환 

경이라고 할 수 있는 지번 Point에 지번을 연결코 

드로 하여 건축연도， 건물용도， 용도지역， 건물면 

적， 연면적，건물충수，건물재질，대지면적，세대수 

둥의 항목을 지닌 강남구 건축물대장과 연결시켰 

다. 그리고 화재발생지점의 지번을 이용하여 건축 

물대장 및 지번약도 위치데이터와 연결시켰으며， 

45개 지구별로 Identity 하여 각 지구별로 건축물대 

장의 항목을 정리할 수 있었고 각 항목값이 지구 

<표 4> 데이터 형태밸 분류 

! 형태 I 

Poly상on 

데이터 항목 

행정동정껴1， 건물， 45개 지구(지구) 

소방관r혈구역， 
휩프차 선입웰가 지역 찢 주거 1과접지역 

! 도로땅 
지적 

화재발생지점，소빙서위치，소화전위치 

뜩수차 전입붉가 고층별당 

위험꼴 취표소(주유소， 가스충전소) 

니l
 
| 

나
 

L 

데이터가공 및 편집 분석 및 모월링 

벼
-
-

때
댄
 
빼
‘
 

·
따
 

서
「
 ·
ψ
 
m 

분
 디
 따
 

라
나
펙
 

·화재현황파악 

때 | · Net*o*뿐석 
I ·입지배분모웰 
적용 

<그힘 4> 더l 이터 二규축 빛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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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분석기능-벨 데이터 분류 

데이터 항목 | 분석기 3냥 
화재발생공·깐 

소방운용공간 

화변출띄용 

45개 지구， 지번， 화재발생지점， 위험꼴취급소 

도로망， 소방서위치， 소화전위치， 소방차진임불가지점 

행정동경계， 건물， 소방관할구역도 

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속성으로 갖도록 발생공간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과정은 첫째， 건축 

하였다. 건축물대장과 연결된 총 레코드 개수는 물 대장과 일치하는 화재지점의 건축물 항목별로 

17，000여 개이며， 강남구 전체를 포함하게 된다. 소 집계를 내고 평균값을 구한다. 각 지구별로 분리 

방관할구역도는 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집 [94. 하기 위하여 ArclInfo의 Identity 명령어를 사용한 

12. 대통령령 제14478호 전문개정]에 있는 별표2호 

를 참조하여 법정동 경계에서 추출하였다〈표 6). 

다음으로 소방운용공간 파악과 관련되는 라인 

데이터는 소방서비스의 도달거리를 추정하기 위하 

여 4m이상 되는 도로의 중심선을 추출하였다. 도 

로중심 선을 ArclInfo의 Network 모률에 적 용시 켜 

강남구 관할의 4개 의 파출소를 Centers로 하고 

Allocate 분석하여 도로상에서 3분， 5분， 10분 동안 

도달할 수 있는 시간거리를 계산결과로 얻었다. 

그리고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로 나누어 차량 

의 속도제한을 속성값으로 입력하였으며， 도달거 

리를 계산할 때 패러미터값으로 사용하였다. 

제2철 화재발생공간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구축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강남구 지역의 화재사고의 양상을 대표적인 도시 

기반특성이라 할 수 있는 건축물 대장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지역적 특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화재 

다. 둘째， 45개 대상지구별로 위에서 구한 각 항목 

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둥간격으로 차지하는 비율 

을 3가지로 구분하여 출력해 보았다. 셋째， 각각의 

항목별 결과치들을 중첩 기능을 통해 Map 연산을 

하여 화재발생공간을 도출하며 화재발생 가능지역 

을 3동분하여 시각화한다. 

1. 화재발생과 건축물속성과의 관계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지점의 건축물 대장에 의 

한 용도를 살펴보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66.1%가 집중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통계치는 주로 화재발생이 

일상주변과 가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실제 

적인 화재방재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을 

알수있다. 

그 다음으로 다가구주택 및 업무시설의 경우가 

화재발생장소로써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소방관파출소의 1성 칭， 위치와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판할구역 

삽성소방관 
강남구 삼성동 171-3 삼성풍 대치판， 개포동， 청담동， 포이홍 

파똘소 

영동소방싼 
강낚-규 논현동. 92-1 암구정동，신사동，논현동 

i과뿔소 
어-1 λ ~}~ 人1. 삐 。L과 \:.! 

강답구 역 삼풍 771-2 역삼동， 도곡동 
파긍할소 

i 수서소방관 
강남구 수서향 앉)6 수서동， 일원동， 율현동， 자곡동， 세곡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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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화채별생과 건꼴용도 

뭘흐드갚관기 반좌i 및 퍼센트 |누팎i꾀꽉 
; 딴홉쭈행 : 짧tZ3:8%} ‘ 

다가꾸 : 18(10.7%) 

| 아파닫 : 5(3.0%) 

:기숙사 ; 20.2%) 

;픔월?행황 ;7:1{4찌앓짧) 
i 업 부시 션 16(9.5%) 

숙짝시 설 : 5(3‘ 0%) 
건물용도 | 

판매 시 젤 ; 20.2%) 

l 위 락시 설 1<0.691>) 

i 근련꽁공 1(0.6%) 

i 교육기관 : 30.8%) 

전사시설 : 1(1.6%) 

의갚시설 10.6%) 

청소년시션 : 10.6%) 

% 1 
l 
l 
A 

“ 

소방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주택 또는 아파트 지역 

이 화재발생지역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 집계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지번 위치에 의한 

건축물 대장속성과 연결하여 분석해 본 결과 일반 

적으로 주택지역이라 할지라도 근린생활시설， 단 

독주택 둥으로 용도 구분을 할 수 있었다. 지역에 

적합한 소방업무 설정은 보다 세밀한 자료분류와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표 8)은 건물의 높이와의 관계를 살피기 위하 

여 각 충수별로 그 빈도를 집계해 보았다. 주로 

건물높이는 2-5층이 84.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건물용도와 

관련이 깊다. 즉 일반주택용도 및 주변 생활시설 

에서 화재발생이 잦은 결과로 볼 때 고충빌딩과는 

거리가 멀다. 일반주택과 같은 건물의 경우는 자 

체 소화기 및 장비 구비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소방관리 인식 역시 미비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9)는 건축물 노후화 정도와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해당되는 건물의 준공연 

도를 집계해 보았다. 70년대를 포함한 80년대까지 

에 속하는 건축물 빈도가 73.5%를 차지하였다. 건 

地理學論養 第34號(1999. 8). 49-66. 

<표 8> 화재발생과 긴뭔-층수 

센도 및 퍼센프 누적퍼센트 
1총 : 8(4.8%) 

2총 :49(짧;2%) 

3총 :45(26.8%) 

4총 : .. 26{15;S96) 

5총 :2203.1%) 

6굉음 : 8(4.8%) 84.6% 

”풍 : 20.2%) 

9층 : 1(0.6%) 

10"층 : 30.8%) 

40총 1(0.6%) 

〈표 9> 화재발생피 건붉준공연도 

씬1도 빛 퍼센트 

70'년때 ~;4t){짧:3%) 

80년 대 ;7ß(46~2%) 

90년대 : 44(26.5%) 

축 준공이후 10여년이 지난 시점부터 노후화가 진 

행된다고 가정해 보면 본 조사에서도 이러한 건물 

의 노후화 정도가 화재발생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 

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화재원인과도 관계가 있 

다고 본다. 즉 건물의 외부와 내부에 균열， 누수， 

구조변화， 파손 둥에 의한 결함으로 인하여 설치 

되어 있던 각종 건물자재에 영향을 주어 전기배선 

의 박리， 꼬임， 누전， 과부하 둥의 원인이 되어 현 

재 화재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 

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이어진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의 노후화 진행 속도를 늦추고 파손 

에 의한 내부손실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다각적인 건물 관리방법을 모색하여 건축물 노후 

화에 의한 화재발생률 줄이기 방안의 필요성을 강 

조하는 바이다. 

건물재질 현황을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현 

대 건축물의 대부분이 조적조 또는 철근콘크리트 

로 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오히려 건축내장의 성 

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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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화재받생과 건불재질 

쪽똥~굉프 빈도 및 퍼센트 누적퍼센프 
즈ξ척Eξ ~ .. 55(32.7%) 

건불채질 
쩔끊환긍n갱토흥:.107(63;7%) 

96.4% 
철끊조 : 2(1 .2%) 

기타 ’ 4(2.4%) 

질을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한 화재발생과의 관계 

를 밝히는데 유리하다고 본다. 화재발생은 발화물 

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화재가 나는 것이 아니다. 

발화주변에 있는 인화물질이 무엇인가가 더 갚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내장 자체의 착화정 

도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고 본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재발생가능 지역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건물재질은 분석에 있어서 제 

외시켰다. 

〈표 11)에서는 화재발생원인 중에 가장 많은 부 

분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로 나타났는데， 전기에 

의해 발생되는 화재의 원인에는 과전류에 의한 발 

화， 합선에 의한 발화， 누전에 의한 발화， 전기 불 

꽃에 의한 발화， 열적 경과에 의한 발화， 낙뢰에 

의한 발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합선과 

누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건물 노후화를 대변하는 건물의 준공연도와 관련 

<표 11> 화지}떤-생 왼인 

빌Eil 밴도 넷 퍼센프 ; 누적퍼 센프 
I ‘ 전 71 ;85(50~6양상) I ‘ 

담 해 ; ‘것)(17.연%) 

안포 : 20.29“) 

가스 6(3.69{i) 

방화 : 4(2.4%) 

i 화재원인 볼장난 5(3.0%) 68.5% 

성냥양초 2(1.2%) 

아궁 이 : 1(0.6%) 

! 유퓨 : 9(5.4%) 

기 따 : 12(7.1 %) 

띠상 1(0.6%) 

이 있게 된다. 건물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전기시 

설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담배불에 의한 화재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것 

은 건물의 구조적 문제 외에도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 심각한 영향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 

라서 화재예방교육，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및 홍보 

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2)는 화재발생에 의한 피해액 정도를 정리 

한 것인데 소규모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피해액 200만원이내가 전체에서 50%이상 

을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화재발생 위치 및 건물 

의 용도와 연결시켜 설명이 가능하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화재발생 지점의 건물용도분류상으로 볼 

때 주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관계로 대규모 

사업장， 고급상가 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 

규모 피해 화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화재발생파 피해액 

-줍~갚프 빈도 및 퍼센료 누적퍼센프 

20-30반원 ; 10<6.0%) 

50만황 :72(42.9%) 

80-100딴원 :6(3.6%) 

200딴원 :>7(4.2%) 

240-400만원 10(6.0%) 

피해액 앉)0-8.'50만원 11<6.6%) 56.5% 

H뻐)-1300만원 10(6.0%) 

1 .'500-2α)0만원 1.'5(7.8%) 

12200-3900만왼 10(6.0%) 

4α)0-7어01간원 : 10(6.0%) 

7300-37아)0딴원 : 9(.'5.4%) 

이러한 공간적 상관관계를 〈표 13)과 〈그림 5) 

를 통하여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주요도로 

망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화재건수와 피해액을 

조사해 본 결과이다. 약 30-14Om이내에 해당되는 

경우가 88건의 화재발생장소가 해당되어 가장 많 

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0m이내의 경우는 화재 

건수면에서는 11건으로 숫적으로는 적은 편이나 

피해액이 1건당 5466만원를 차지하여 피해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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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꼬포와의 이격거리와 화재발생빈도 

펠어진 거리 (m) -、i- -A1‘-

0-20 9 
20-60 57 
60--100 34 
100--140 28 
140-180 18 
180-250 27 
250-350 4 

L 품!t'J산 o 

비율 

5.09‘ 
32.2% 
19.2% 
15.8% 
10.2% 
15.3% 
2.3% 

0% 

w냉빡! 

김님구 경계 

회재낼생XI정 

/、、/ 주간선 도로 

주간선도로 버때림 
_ 6O-140m 

150-2SOm 
250-3SOm 

("'::_:7. 셈 5> 또포버퍼링파 화재딸생지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도로변을 중심으로 형 

성되는 용도상 상업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들 

이 배치되고 있고 그 배후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 

시설이 위치하는 공간패턴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는 실제 화재가 발생한 지점들을 45개 

각 지구별로 화재발생빈도로 나타낸 것이다. 지구 

들 중 집중되는 곳은 지구4(신사동 일대)， 지구5 

와 6(압구정동 일대) 지구1O(논현동 일대)， 지구 

7(청담동 일대) , 지구25와 27(역삼동 일대)에 집중 

되어 나타나는 공간분포패턴을 보여준다. 

다음 절에서는 각 변수별로 집계한 분류값들을 

중첩하여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지구들을 

도출하게 되며， 이 결과치를 실제로 발생되었던 

지구별 화재발생빈도와 비교하게 된다. 각 변수별 

분류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둥간격 (3등분)으로 나 

地理學論護 第34號(1999. 8) , 49-66. 

w뽕E 

일저I~잉때'il생빈도 

<그힘 6> 1997년 지구별 화재발생빈꼬 

누었으며， 각 분류를 매우높음， 높음， 보통， 또는 

고밀도， 중밀도， 평균밀도로 표기하였다. 

2. 457H 지구별 공간패턴 파악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화재발생과 관련성이 높 

은 속성의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강남구 전체에 대 

하여 순서대로 공간적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건물용도별 분포패턴 비교 

앞서 언급한 화재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물용도(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를 45개 지구별 

로 각각이 차지 하는 비 율로 나타냈다. 강남구 전 

체에서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평균값은 24.6% 이다. 

이 수치는 앞서 논의한 화재발생지점들에서 차지 

한 23.8%보다 조금 높다. 주로 단독주택은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지역이 고밀도 지역으로 밀집되어 

있고， 평균이상의 중밀도 지역이 고밀도 지역 주 

변에 분포되어 었다.(그림 7) 

근린생활시설도 고밀도 지역은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일대가 많으며， 중밀도 지역이 고밀도 지 

역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이 차지하 

는 평균비율은 26.9%인데 화재발생지점들의 평균 

밀도 42.3%보다 훨씬 낮다.(그림 8) 이것은 실제 

로 화재사고가 발생되는 지점의 건물용도가 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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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씨lometers 

<그림 7> 지구별 단꽉주택 및집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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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8> 지구별 근린생활시설 띨집도 

생활시설임을 알 수 있다. 

용도별 집중정도는 각 지구(지구)의 크기가 일 

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면적 대비 용도별 건 

물수를 계산하였으며，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역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건축물 노후화정도는 건축한지 10년 간격을 기 

준으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나누어 각 지구 

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분류하였으며， 실 

제 화재지점에서 90년대 이전에 준공건물이 

73.5%를 차지하였는데 강남구 전체를 보면 60.1% 

를 차지한다. 이것은 90년대 이전에 준공된 건물 

이 화재발생과 관련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그림 9)은 70년대와 80년대를 하나로 묶어 차지하 

는 비율을 나타낸 공간패턴이다. 

w냉뿜e 

80년대까지 비률 

<그림 9> 지구별 건물 준공연도 비율 

지금까지 건축물 대장 속성들에 대하여 지구별 

로 차지하는 비율을 나열해 보았다. 최종적으로 

속성들의 중첩으로 화재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위에서 제작한 각 주제도를 

Grid 형태의 데이터구조로 변형하여 중첩 (over떠p) 

Map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모률은 

ArcView 3.0의 Spatial Analyst에 서 제 공하는 Map 

Calα퍼tor를 사용하였다. 각 속성별로 분류한 3가 

지 둥급에 따라 가중치 1, 2, 3을 각각 부여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연산하였으며 Map 연산과정 

을 간략히 도식하면 〈그림 10)과 같다. 

단독주택분포0，2，3)+근련생활시설분포0，2，3)+건축준공연도분포0，2， 3) 

지역적 속성들의 합산으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수치화할 수 있으며， 둥급을 줄 수 

가 있다. 가중치의 합산치가 높을수록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GIS 

를 적용하게 되면 전반적인 경향분석을 통하여 화 

재취약지역을 도출해 볼 수 있으며， 설정된 지역 

적 특성에 맞게 방재관리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연산방식에 의해 강남구 45개 지구에 대해 

Map 연산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1) 

와 같다. 주로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지역이 화 

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도출되었다. 

강남구 화재발생공간의 특징은 주거지와 근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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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소방관할구역 

이 적절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입지이론을 기반 

으로한 입지-배분모델을 적용하고자 한다. 배분 

또는 배치， 그리고 입지선정에 대한 원리는 최적 

입지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도 입 지 -배 분모텔 (Location-Allocation M띠el) 은 네 

트원상에 위치한 다수의 잠재적 수요에 대해 서비 

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의 수와 위치를 추정하 

는데 사용된다. 

입지-배분 모텔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요지점， 

잠재적 네트워크지점， 교통망， 목적함수， 제약조건 

이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배분의 문제는 분포된 

지역에 대해 모두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지점을 배 

분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소방서비스와 같은 긴 

급서비스는 특정한 시간과 거리내에서 최대한의 

공급을 수용하여야 하며， 형평성도 추구하여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함 

수는 MAXCOVER로써 특정 한 시 간과 거 리내 에 

서 수요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입지-배문모 

탤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

그림 12>와 같다. 

위해서는 건축물 정보뿐만 아니라 지하매설물， 교 

량， 지하철 등과 같은 시설정보와 에너지 소비량， 

교통량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정보도 수용하여 최 

적의 도시방재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제3철 소방운영공간 분석 

1. 분석모델링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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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댐 10> Map 연산 과정과‘ 견파값 

顧繼數 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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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繼훌빼훌훌 l 
u뿔 

속성 l 

속성 2 

직상 3 

2 소방서에서의 시간대별 도달범위 분석 

강남구 4개 의 소방파출소를 서 비스 공급의 중심 

(Centers)으로 두고 주간선도로와 4m이상의 이면 

도로를 기준으로 6191개의 노드를 생성하였으며， 

~ 6'1 ~ 

활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과 건물의 노후화가 

심할수록 뚜렷이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건물에도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건축물 속성데이터에 국한하여 좁 

은 의미의 지역분석을 하였다. 앞으로 화재예방을 



GIS를 이용한 도시화재연구 

Netcover 생성 

도로의 노드간거2.1 
醫 시간으로 지정 

소방차량 진밍이 
어려운구안고려 

Center 지정 

빼/소앙서위치 Poìný빼 

빼/소밤서 위치 Poiný빽 

AlJocate 싫행 

시칸대훌재악조건 

으로 하여 싫행 

.3훈이내 도활 

.5뿐이내도닮 

-10분이내 도앓 

진입이 어려운구칸 

에 대한속성올저|악 

조건으로 히여 싫행 

분석꿇고} 도식 

·추어진 조건에 

빼 l 따라소방서비 

스가도왈되는 

벌위훌도훌 

·현 소방관훌구 

역과 비교자료 

로사용 

파 

<::1.힘 12> 소빙서찰 중심으포한 또딸혐위 .2.텔랭 절차 

역삼소방파출소 

1 2 kilome!ers 

w짧E 

* 소방서위치 
수서소방파출소 

각조빌서열 도딜벙위 
었엉영동소방파출소 

삼싱소방파훌소 

N역삼소방파훌소 
수서소방파출소 

<:"1 탬 13> 3분·이내 -도달시깐자리 

도로망 라인데이터에 속성값으로 속도제한을 두었 

다. 주간선도로는 시속45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부여하였다. 도로의 진행방향은 쌍방향 

모두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node와 n여e사 

이의 거리를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속성으로 입력 

하였다. 4개의 소방파출소에 대해 시간단위별로 

도달할 수 있는 route가 작성하였다. 모델링을 한 

결과는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와 같이 얻 

을 수 있었다. 

3분이내 도달범위를 보면 도달하지 못하는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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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짧f 

* 소빙서위치 
수서소방파출소 

각조빌서별 도딜범위 

였I 영동소방파출소 
삼성소방파출소 

/ν 역삼소방파출소 
/ 수서소방파출소 

<_~_l 댐 1샤> 5분야니} 도단사간거2.-1 

명동소방파출소 

역삼소방파출소 

1 

앙댐뿔E 

* 소방서위치 
수서소방피출소 

각3 별서별 도딜벙워 
￠￥ 명동소방파출소 

< ::1_템 15> 10분이내 도달시간거리 

부분이 보이는데， 특히 강남의 개포， 일원， 수서， 

세곡동 일대가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나타났 

다. 5분이내 도달범위에서는 강남주요 지역인 역 

삼， 논현， 청담， 삼성， 개포， 대치지역은 거의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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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반면， 아직도 서수， 세곡지역은 도달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10분 경과시에 거의 모든 

지역이 각 소방서에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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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에 의해 얻은 도달시간거리에 대한 중요성 

은 5분이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화재발생지 

의 모든 내용물이 완전 전소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으며， 실제로 긴급민원을 접수하는 시간과 출동 

지점 위치확인 및 출동지령이 하달되는 시간을 감 

안한다면 적어도 3분이내에 도착하여야 된다는 결 

론을 얻을 수 있다. 

실험에 의한 가상결과를 현실에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인구수 또는 

관할면적에 의해 일률적으로 설정되어 온 소방운 

영 범위를 앞으로 결정하는데 있어 이러한 가상 시 

률레이션과 같은 자료가 제공이 된다면 형평성에 

맞게 소방서 입지선정에 대한 결정(신설 또는 이전 

을 포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소방서별 관할구역 분석 

한정된 시간에 소방력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데 예를들어 

교통량， 진입도로상태， 출동준비상황， 도로의 경사 

도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제한 

된 조건을 극복하고 정해진 인력과 장비를 효과적 

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관할구역 배 

분 및 소방시설배치가 중요하리라 본다. 여기서는 

앞서 분석한 시간대별 도달범위와 소방차량 진입 

이 어려운 도로를 감안하여 모델링 작업을 하였다. 

〈그림 16)은 차량진입이 어려운 도로구간을 제 

외 하고 강남구의 4개 소방파출소가 중심 이 되 어 

최대한으로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계산한 결과이 

다. 이 모텔링의 절차는 우선 Allocate에 사용할 

Network 데이터를 설정하고 중심 Point로 사용할 

Center, 즉 여기서는 소방파출소 위치를 불러들인 

다. 그런다음 차량진입여부의 제약조건을 설정한 

다음 Allocate 모텔링을 실시하게 된다.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구간들을 계산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현재 구분되어 있는 소방관할구역 경계 

와 가상으로 도출한 서비스 범위를 중첩하였는데， 

현재의 관할권역 배분이 삼성소방파출소에 편중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남지역을 총괄하는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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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힘 16> 현재 소방판할과 가상의 서비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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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주관하는 강남소방서와 삼성소방파출소가 범위가 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함께 있는 관계로 투입인력 및 장비가 한쪽에 편 

중되 어 있어 관할권 분할시 삼성 소방서 쪽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이나， 형평성 있는 공간분 저14 장 결론 및 적용방안 
할과는 거리가 멀다. 가상으로 분석된 관할범위는 

어느 정도는 거리조락 원리에 입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영역(현재 관할범위와 가 최근 도시기반시설의 복잡화로 인해 도시재난의 

상의 범위)간에 비교를 통하여 현재의 관할권에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예방관리할 수 있는 근 

대한 보완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가상으로 도출 거를 도출하고 소방서비스의 배분을 추정해 봄으 

한 서비스 권역은 소방파출소의 위치이전 또는 신 로써 소방운용에 대해서도 접근해 보았다. 

설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할권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강남의 화재사고을 살 

조정을 위한 보조자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본다. 펴본 결과 도시의 기반환경이라 할 수 있는 건축 

지금 현재 삼성파출소에서 관리하는 개포일원과 물의 속성과 관련이 많았다. 실제로 발생한 화재 

세곡동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에 의해 소방서비스가 고려되지 

않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시가지 건설사업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소방관할권 

배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포. 일원지역에 대한 현 

재의 소화전 배치 상태와 비교하더라도 포섭되는 

지점의 건물속성을 살펴보면 대형건물이나 주요기 

관이 아니라 주거건물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월둥 

히 많았으며， 노후화 정도를 나타내는 건물준공연 

도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강 

남구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4군데 소방파출소의 관 

할범위를 평가해 보았다. 우선 도로망을 중심으로 

각 소방서에서 도달할 수 있는 시간거리를 측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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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소화전 50m 반경 버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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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으며， 차량진입이 어려운 구간을 포함시킨 가 

상의 소방관할범위를 도출하여 현재 설정되어 있 

는 소방관할영역과 비교해 보았는데 앞으로 충분 

한 검증을 통하여 소방활동공간을 개선하고 설정 

하는데 보충자료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본 

다. 마지막으로 GIS기법을 적용할 시에 가장 중요 

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데이터 정비부분이 

라 할 수 있다. 데이터 구축내용의 수준과 데이터 

간의 연결성에 의해 연구자가 요구하는 결과를 도 

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GIS 기법의 적용은 앞으 

로 단순한 위치확인 또는 검색기능에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공간분석 능력을 이용하여 평상시에는 

관리중점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댐으로써 

역할하고， 사고발생시에는 사고진압에 필요한 적 

절한 장비와 인원을 결정할 수 있고 행동요령이나 

대피 둥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원 학위논문. 

정재후， 1998, “119종합방재 전산정보시스템에서의 

G1S 웅용사례“， 제 1회 한국지리정보기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GIT' 98. 

조택회， 1997, “국가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소방 

조직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인하대 행정대 

학원 학위논문. 

권용우외 공저， 1998, 도시의 이해， 박영사 

중앙재해대책본부， 1993, 재해예방기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GIS를 이용한 도시방재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건축물 안전관리체 

계 구축방안 

Emelinda M.Parentela & S벼shi K.Sathi잃n. 1997, 

“G 1S - based Alloca tion of Emergency 

Response Units along a Transportation 

Route" , Associate Professor of Civil 

도시방재업무는 한가지로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E맹ineering， 인터넷자료. 

도시계획， 도시경영， 의사결정 둥이 통합되어 있는 ESRI, 1993, [Understanding GISJ, Environmenta1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분야가 유기적 Systems Research Ins뼈te， R어빠lds， CA. 

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합할 Jun Sato, 1997, ‘R잃ster Management", GIS Asia 

수 있는 의사결정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요즘 활 Pacific December 1997/January 1998 , 

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정보화 사업이 사업별 P않rson Professional (Singapαe). 

로 큰 차이를 보이는 까닭에 정보화 수준이 떨어 

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통합된 계획 

을 수립하여 정상적인 정보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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