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서  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 

물류 냉동창고 공사 중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

가 발생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

자가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는 109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182명이 사망하고 1,73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1). 그리

고 지난해 4월 경기 이천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 2층 저온창고 화재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8명이 사

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2).

정부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

마다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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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NFPA Code의 화재안전계층도(FSCT)를 기반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중대 위험요인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 체계 모형을 개발하였다. 먼저 화재 통계와 다수 인명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화재 발생과 성장,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중대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관련 법규를 분석하여 화재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

고 화재안전계층도의 기본구조에 따라 발화 방지와 소화 및 피난 관리로 구분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현장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위해 화재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하였다. 이 

모형은 현행 화재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보강하는 차원에서 개발하였으며, 향후 건설공사 입법 관계자, 사업 

책임자, 현장 관리⋅감독자, 작업자 등이 화재안전 전략들의 기능과 역할, 상호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

천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authors developed a fire safety management system model for critical risk factor assessment in 
construction sites according to 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code Fire Safety Concepts Tree (FSCT). First, the 
fire statistics and heavy casualties were analyzed, and the critical risk factors as associated with the key causes of fire 
incident and break out and life-threatening damages were derived. Furthermore,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re 
analyzed, and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fire safety management were noted. Next, according to the basic 
structure of the FSCT, a differentiated strategy was present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site by 
dividing it into fire prevention and extinguishing and evacuation management. In addition, the fire safety management 
personnel were proposed to be assigned for thorough site inspection and management. This model was developed to improve 
and reinforce the current challenges in fire safety management. In the future, legislators of the construction work, project 
managers, site managers, supervisors, workers, etc. would use this model as a tool to understand and practice the roles and 
interrelationships of fire safety strategies more syste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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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거나 개선하여 왔다. 하지만 여전히 반복적으로 유

사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화재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고, 

발생한 화재가 성장⋅확산 되어 노출된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그 장소나 대상에 적절한 방법이어야 한다. 

건설공사 현장은 공정에 따라 다양한 점화원과 가연물, 생

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건축 구조, 변동성이 심한 작업인력 

구성 등이 완공된 건축물이나 정형화된 작업장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 추락, 감전 등의 

일반 산업재해 보다 발생과 성장에 여러 요소들이 연계되

어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적 형태의 기술적 재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화재사

례에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중대 위험요인에 대

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위와 같

은 건설공사 현장과 화재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

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도식화하여 입법 관계자, 사업 책

임자, 현장 관리⋅감독자, 작업자 등이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2. 모형의 기준

화재안전관리 체계 모형은 미국의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가 화재 안전과 방호 전략에 대해 설계

자, 엔지니어, 입법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서로 정보

를 교류할 수 있는 도구(tool)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화재안

전 계층도(fire safety concept tree)를 기반으로 개발하였다(3).

화재안전 계층도의 두드러진 이점은 화재안전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에 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건축물의 형

태, 내용물의 양과 특성, 방호장치, 거주자 등과 같은 화재

안전 요소들을 서로 독립적으로 고려하여 왔다. 하지만 화

재안전 계층도는 화재예방과 화재피해 제어 전략들을 모두 

확인하고 그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화재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화재안전과 관

련한 선택이나 결정을 함에 있어, 화재 방호 전략들의 조합

을 통한 대안의 고려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누락

(gaps)과 중복 또는 여유(redundancy)를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계층도에는 전략들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나 시간적 순서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계층도는 Figure 1과 같이 건축물의 화재안전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전략 또는 화재 부산물에 의해 영

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재산 등의 노출물을 적절히 

관리하는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안전 계층도가 완공된 건축물의 종

합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일부 전략들

은 건설공사 현장에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제외하였다. 하지만 제외된 전략들은 ‘OR gate’로 

연결된 요소들로 이들과 관련한 상위수준의 목적과 전체적

인 화재안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3. 모형 개발을 위한 조사와 분석

건설공사 현장의 화재위험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화재안

전관리를 위해 그동안 화재통계와 사례를 분석하여 화재 

발생과 성장,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중대 위험

요인을 도출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3.1 중대 위험요인 도출과 특성 조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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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asic strategies for fire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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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고는 109건이었다. 이로 인하여 모두 108명이 이었으며 

기인물별로는 유증기 88명(48.4%), 탱크(드럼통) 18명(9.9%), 

단열재 17명(9.3%), 인화성 액체 10명(5.5%), 기타의 요인에 

의해 49명(26.9%)이 발생하였고, 점화원별로는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한 불꽃 51명(28.0%), 전기누전 19명(10.4%), 난

로소각 행위 10명(5.5%), 그라인더 작업으로 인해 8명(4.4%)

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또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는 Table 1과 같

이 모두 5건이었다. 이 5건의 화재와 2020년 4월, 경기 이

천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 소방기관의 화재조사보고서와 백

서, 경찰청 수사자료(4-6), 언론보도 내용 등을 활용하여 화

재의 발생과 성장, 인명피해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이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화재가 모두 지하층 

작업중에 발생하였다. 둘째, 단열재(스티로폼, 우레탄폼)가 

발화 또는 연소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급

속한 연소 확대와 다량의 연기 및 유독가스의 발생이 있었

다. 넷째, 다수의 작업자들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

지하지 못했고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의 화재 발

생과 인명피해의 중대 위험요인이 i) 용접⋅용단, 연마 등

의 작업 시 발생하는 고온의 불티, ii) 인화성 물질의 폭발, 

iii) 우레탄폼 등 단열재의 발화와 급격한 연소임을 확인하

였다. 또한 다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지하공간에 대

해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알 수 있었다.

용접, 절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자료(7)에 의하면, 1,600 ℃ 이상까지 온도가 올라

갈 수 있는 고온체로 점화원이 될 수 있는 크기는 직경 

0.3~3 mm 정도이다. 그리고 비산거리는 작업의 높이, 철판 

두께, 작업의 종류(세로방향, 아랫방향), 바람의 방향과 속

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높이 20 m에서 16 mm 두께

의 철판을 세로방향으로 4~5 m 속도의 바람을 등지고 작

업할 경우 1차 불티는 10 m, 2차 불티는 15 m까지 비산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화성 물질의 경우 건설중기나 작업용 기계⋅기구의 엔

진 구동, 냉⋅난방 기구의 가동 등을 위해 등유, 경유, 가솔

린 등이 사용되고, 가스용접 방식의 작업에는 아세틸렌이나 

프로판 가스가 이용된다. 또한 건축물의 실내⋅외부 벽이나 

바닥 마감, 방수에 사용되는 용제나 희석제에는 도료의 특

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실렌, 톨루엔, 에틸벤젠, 암모

니아 등과 같은 다양한 인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가연물의 화재 위험성은 착화온도와 착화시간 그리고 

연소하면서 발생시키는 열방출률(heat release rate)에 의해 

좌우된다. 경질 폴리우레탄폼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8,9)에 

따르면 착화온도는 383~390 ℃, 착화시간은 약 2~4 s, 열방

출율은 평균(AHRR) 32~74 kW/m2, 최고(PHRR) 233~357 

kW/m2, 총(THRR) 18.5~43.9 kW/m2로 측정되었다. 실험에 

사용한 시험체의 종류(합성수지의 종류, 밀도, 발포제 등)

와 복사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폴리우레탄폼은 폼 내부

로의 열전도가 낮아 셀 중합체가 복사된 열에 빠르게 반응

을 함으로써 실험체의 표면 온도가 급격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온도상승은 폴리우레탄폼 시험체의 열분해를 촉진 

시키고, 열분해에 의해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발화되면서 

급속한 연소가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화재안전관리 실태 분석

건설공사 현장의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

보건법규(고용노동부), 소방법규(소방청), 건축법규(국토교

통부)에 규정되어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중대 위험요인에 

대한 발화와 화재영향 관리를 위한 기술적 기준과 현장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2.1 중대 위험요인 발화 관리 기술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용접⋅용단 

등 고온의 비산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을 화재위험작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

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

치, 불꽃⋅불티의 비산방지조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

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241조), 위험물 또는 인화성 유류나 고체가 있을 우

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등의 용기에 대하여는 인화성 유류 

등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제240조).

또한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ㆍ기

구를 작동시켜서는 안 되며,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

Object (Place) Floor Occurrence Casualty Cause of fire

Cold storage (Gyeong-gi Icheon) B1 ’08.01 40 Oil vapor was ignited by an unknown ignition source

National museum of modern & 

contemporary art (Seoul)
B3 ’12.08 4 The spark of the temporary lamp ignited the ceiling Urethane foam

Living facility (Gyeong-gi Kimpo) B1 ’16.09 4 Small fire source was ignited in garbage or oil vapor

Shoppjng mall (Gyeong-gi Dongtan) B3 ’17.02 4 A flaming fire was ignited on the demolished object (Styrofoam, etc.)

Resdiential complex (Sejong Saerom-Dong) B1 ’18.06 3 Temporary work wiring sparks ignited on ceiling styrofoam, etc.

Table 1. Recent (’08~’19) Fires with Multiple Casu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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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ㆍ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인해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

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

하여야 하며(제231조),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

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

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32조).

그리고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면적 5,000 m2 이상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공

사에서 밀폐공간 내 작업,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작업의 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연성 물질이 있

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단열재 취급ㆍ용접ㆍ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대 위험요인에 대한 위와 같은 관리 기술기준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화재위험작업에 위험한 가연물 

취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 가연물과 점화원의 상호

작용 제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다. 셋째, 우

레탄폼 성형 후 위험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3.2.2 임시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10조의 2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

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

서 가연성,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

고 유지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

도선을 설치하여야 하고,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6)에서 성능과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소방시설은 설치 시기가 명확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설치 대상, 성능, 설치 기준 등이 완공된 건축물

과 유사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한 비상경보장치 대용으로 휴대용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해 다양한 대체 설비를 인정함

으로써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2.3 현장의 관리감독 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

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수

의 인원이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건

설공사 사업장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 

교육 등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

리책임자를 두고,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

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에 따르면, 안전관리계

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

자는 안전총괄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

공사의 각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또한 

｢건축법｣, ｢주택법｣ 등에 의한 공사감리자에게도 안전관리

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이 있다. 

이처럼 각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와 담당자가 지

정되어 소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여기에 화재

안전과 관련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화재는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발생과 성장 과정이 복잡하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4. 중대 위험요인 화재안전관리 체계 모형

중대 위험요인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체계 모형은 건설

공사 현장의 화재 발생과 성장, 인명피해의 주된 요인에 대

한 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보강하는 차원

에서 개발하였다(11-15).

모형은 Figure 2에서 볼 수 있듯이 NFPA의 화재안전 계

층도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였다. 하지만 발화 방지와 화재 

영향관리를 위한 각 전략들은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을 반

영하여 차별화된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전략

들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에 의한 관리 방안을 포함하였다.

4.1 발화 관리

발화 방지를 위해서는 점화원과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열방출 특성 등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지만 점화원과 가연

물의 상호작용 제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가설공사, 골조공사, 방수와 도장, 

내장, 전기⋅기계설비 공사 등을 위해 다양한 기계⋅기구, 

재료들이 거의 상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이 점화원

이나 가연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원활한 공사의 진행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소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특성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중대 위험요인들을 화재위험작업으로 지정하여 상호작용

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4.1.1 화재위험작업의 지정

건설공사 현장의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의 중대 위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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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확인된 i) 용접⋅용단 등 고온의 불티를 발생시키는 

작업, ii)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iii) 우레탄폼 등 단

열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화재위험작업으로 지정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우레탄폼의 경우 발포 이후에도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작업의 범위를 폼의 발포부터 

불연성 자재에 의해 마감되어 외부로의 노출이 차단되는 

시점까지로 하고,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인화성 

물질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종 공정과 건설 기계⋅기구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4.1.2 상호작용 제어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과 용접⋅용단 등의 작업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수행하

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인화성 물질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우레탄폼 등의 단열재는 장소의 밀폐 여부와 상관없이 

고온의 점화원에 의해 발화하여 급격하게 연소하므로 용접

⋅용단 등의 작업과 동시작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양한 단열재가 여러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

히 위험성이 높은 우레탄폼을 일정 규모(면적, 양 등) 이상 

성형하는 작업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 가연

물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건설공사 현장

의 거의 모든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방화포 등으

로 차단 조치를 한 후 용접⋅용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되, 

Fuel

YES

Prevent fire ignition

Spark (Welding·Cutting, etc.) 
√ disperse-proof film

Alarm 
√ Emergency Alarm Equipment

Fire
safety

Urethane Foam Molding
√ Finish (Non-Combustible)

Fire Safety Manager
√ Fire Safety Plan

Fire Watcher
Deployment

Heat-energy 
source

   Simultaneous 
work

Work   
Report

Work Adjustment
·Prohibition

NO

Fire Suppression
√ Extinguisher

√ Simple Fire extinguisher

Manage fire impact

Worker Evacuation
√ Simple Evacuation Guidance Line

√ Emergency Lighting

Fire Brigade

Handling of Flammable
Materials

√ Combination detector

Figure 2. Fire safety management system model for critical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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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른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철저한 

점검과 관리기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산불티

와 가연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소 직근에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가연물 위에 방화포를 설치하여야 한

다. 방화포는 작업장소로부터 최소 11 m 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하며, 성능확보를 위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2 화재 영향관리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설치비용, 시공 

가능성, 건설공사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그 종류

나 성능, 설치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의 진행 상황과 

작업의 위험성 등에 따라 필요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다수의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

고 있는 작업이나 공간 등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보강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2.1 소방시설 설치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모든 작

업자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발신과 경보

기능이 있는 비상경보장치, 초기 화재진압에 사용할 수 있

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환기, 

채광 등이 어려운 지하층(무창층 포함)에는 폭발 방지를 위

해 가스경보기를 비치하고, 작업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시기는 소방시설의 종류별로 공사

의 진행 상황, 작업의 위험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 소화기는 기초공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 외 소방

시설은 소방설비공사 착공시점부터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지하공간이나 층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승강기 등의 

설비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대체

하고자 하는 시설과 기능이 유사하여야 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2.2 설치 대상 및 위치

임시소방시설 중 발화 방지나 초기 소화를 위해 필요하

고 비교적 설치와 유지관리가 용이한 비산방지막⋅방화포

와 소화기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간이소화장치와 비상

경보장치 장치는 화재안전관리 전담인력의 배치가 필요한 

규모 이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업인력의 변동이 많고, 건축물의 구조가 다양

할 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위치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건축물에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 층마다 

1개 이상의 계단이 설치되므로 각 층에 있는 각 계단실 출

입구 부근에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간이피난

유도선은 지하층과 무창층의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출입

구부터 피난층에 이르는 계단실 내부에는 비상조명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4.2.3 성능

각 소방시설의 주요 성능 기준은 Table 3에 정리하였다. 

소화기,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

기준(NFSC 606)과 같다. 

다만, 비상경보설비의 음량은 국내 건설공사 현장의 공종

별, 기계별 거리에 따른 건설소음 연구자료(16)를 고려할 때 

100 dB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간이피난유도선은 넓은 작업공

간이나 다양한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

록 출입구로부터 10 m 이상 설치하고 피난방향이 표시되도

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상조명등의 성능은 비상조명등의 

Classification
Work 

place

Welding / 

Cutting work

Condition / Safety 

measure

Handling of 

flammable 

substances

Closed ×

opened △
No possibility of gas 

retention

Urethane foam 

molding work

Closed ×

opened ×

Handling of 

General 

combustibles

Closed ○

Barrier membrane/

Fire Clotch

Installation

opened ○

Barrier membrane/

Fire Clotch

Installation

Table 2. Management Plan for Fire Risk Work

Type Installation & Performance ctiteria

Emergency 
alarm device

- Install by floor near each stairwell entrance 
connected to the ground

- Sufficient volume for all workers in 
construction site to recognize

Fire
extinguisher

- Place near the entrance to each stairwell on 
each floor

- Two or more extinguishers of capability unit 
3 or more

Simple 
extinguishing 

device

- Install 1 unit on ground floor and first 
basement floor each

- Watersource : 20 minutes or more
- Pressure : 0.1 MPa or more
- Amount : 65 L/min or more

Simple 
evacuation 

guidance line

- Install all entrances in basement floor
- 10 m or more
- Indicate the direction of evacuation 

Emergency 
lighting

- Install all stairwell in basement floor
- Interlink with alarm device

Table 3. Criteria of Temporary Firefighting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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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NFSC 304)에 따르되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

상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3 화재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소방법규와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통계와 다수 인명피

해 발생 화재사례, 연간 건설공사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최

소한 i) 연면적 15,000 m2 이상 건축물, ii) 지상 11층 또는 

지하 2층 이상 건축물, iii) 바닥면적 600 m2 이상 냉동⋅냉

장창고 건설공사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소

방계획의 수립과 시행, 화재위험작업의 관리, 임시소방시

설의 설치와 점검,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건축자재와 

위험물질의 저장과 취급 관리, 소방관서와의 협력 등 전문

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작업 공정상 배관의 

설치 등으로 용접⋅용단 작업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소방시

설의 착공 시점부터 배치하되 한국소방안전원과 같은 공공

성이 있는 제3자가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여 배정하는 제도

를 도입하여 사업주나 작업자가 화재안전과 관련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감시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필요한 조치

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도록 하여

야 한다.

4.3.1 모형의 검증과 활용

개발된 모형의 적용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

형의 구성이나 내용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하

지만 중대 위험요인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체계 모형은 과

거의 화재 통계와 사례 그리고 법규 분석자료를 활용하였

고, 화재 안전과 방호 전략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도구인 미국 NFPA의 화재안전계층도를 

기반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향후, 중대 위험요인에 의한 화재 발생 방지와 영

향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사례를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타당

성을 검증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모형은 건설공사 입법 관계자, 사업 책임자, 현장 관

리⋅감독자, 작업자 등이 화재안전 전략들의 기능과 역할, 

상호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도

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건설공사 현장의 다양한 위험요인 중에서 위

험성이 높고 통제가 가능한 요인을 집중적⋅체계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체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실

태 분석과 모형 개발에는 화재안전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

근을 위해 미국 NFPA Code의 화재안전계층도(FSCT)를 활

용하였다. 

먼저 그동안 화재 통계와 다수 인명피해 사례를 조사하

여 화재 발생과 성장,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중

대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관련 법규를 분석하여 화재안전관

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화재안전계층도의 

기본구조에 따라 발화 방지와 소화 및 피난 관리로 구분하

여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

하였으며, 현장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위해 화재안전관

리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하였다. 

발화 방지를 위해서는 가연물과 점화원의 제거나 특성 

제어보다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전략에 중점을 두었다. 그

리고 화재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다수 인명피해 발생이 집

중된 지하공간의 피난시설을 보강하고, 생성과 소멸을 반

복하는 건축 구조, 비정형적인 작업과 근로자 구성 등에 적

합한 소방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을 탐구하였다.

이 모형은 현행 화재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보강

하는 차원에서 개발하였으며, 향후 건설공사 입법 관계자, 

사업 책임자, 현장 관리⋅감독자, 작업자 등이 화재안전 전

략들의 기능과 역할, 상호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

고 실천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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