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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대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시나리오 개발

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사례 10건을 바탕으로 화재인지, 화재상황전파, 119신고, 피난유도, 초기소화에서 

발생한 화재대응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사례에서 도출된 화재대응 실패 요인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이벤

트를 설계하여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추가적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안전관리자가 패닉(panic)에 빠지지 않고 다양

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심리적 갈등요인을 포함하여 화재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해당 시나리

오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콘텐츠를 구현하여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하게 된다면,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시 빠른 판단과 올바른 대처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scenarios to enable fire safety managers to improve their 

fire response-ability. Based on 10 fire accidents that occurred in Korea, we analyzed the fire response problems that 

occurred in fire recognition, fire situation propagation, 119 reports, evacuation guidance, and initial fire extinguishing. We 

derived scenarios by designing sample scenario events based on fire response failure factors observed from accidents for 

scenario development. Additionally, a fire response scenario was developed including psychological conflict factors so that 

fire safety managers can solve various situations without falling into a panic in the event of a fire. Based on this study, 

if repeated education and training are conducted by implementing content similar to the actual situation, it is judged that 

fire safety managers will be able to make quick judgments and correct responses in the case of a fire.

Keywords : Fire safety manager, Accident case, Fire response, Fire scenario, Fire safety manager training

1)1. 서  론

2020년도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

년 35,0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화재로 인한 인

명피해는 2,000명 이상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1)

.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및 열원

의 사용이 증가하고, 현대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 지하

화되면서 소방활동영역의 확장, 재해위험요인의 증가, 현

장 대응기술의 복잡성 등이 원인이 되어 재난현장에서의 

위험 노출 빈도와 사고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2)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대응 초

기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내부의 인원에 화재의 사실을 전

파하고 재실자의 피난을 도우며, 화재를 소화하거나 화재

로 인한 피해확대를 방지하는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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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agram of fire response procedure.

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3)

. 하지만, 소방안전

관리자의 경우 소방과 관련이 없는 자여도 한국소방안전원

에서 시행하는 등급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다수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경험이 

없어 화재 시 취해야 할 행동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침착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4)

.

대표적인 화재대응 실패사례로는 2017년 동탄 메타폴리

스 화재와 2018년 인천 세일전자 화재, 2021년 이천 덕평물

류센터 화재로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소방안전

관리자가 잦은 비화재보로 인해 경종 정지, 수신기 차단 등

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다
(5-7)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론 위주

의 학습이 아닌 소방시설의 규모 및 난이도에 맞는 교육과 

재난 상황에 따른 훈련이 필요하지만, 강습교육과 실무교

육의 교육시간이 짧고 특히, 실무교육의 경우 교육주기 및 

교육시간이 소방시설의 규모 및 난이도와 관계없이 동일하

여 소방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소방안전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적 분석을 

통해 개선안 등을 도출하는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소방안

전관리자가 화재 발생 시 패닉(panic)에 빠지지 않고 상황

을 해결하기 위한 화재대응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실무 위

주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8-11)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대응력 향

상을 위해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어, 국내 대형 화재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화재 시 대응단계

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화재 시 발생이 가능한 이벤트를 도

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출한 이벤트를 바탕으로 소방안

전관리자가 화재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소방안

전관리자용 화재대응 교육 시나리오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 화재대응 행동절차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시 인명 및 재산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하며, 행동 절차는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신속하게 화재 상황을 재실자에게 

전파하고, 119신고 후 자체진압 가능성을 판단하여 초기소

화 또는 피난유도를 해야 한다
(12)

. 화재인지는 화재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화재상황전파는 비상방송설

비의 활용, 구두 전파 등의 건물 내 재실자 및 방문자에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119신고는 소방대 신

고, 건물 내 방재팀 연락 등에 해당되며, 초기소화는 화재

특성에 따른 소화기 사용, 옥내소화전 등 초기소화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다. 피난유도는 건물 내 거주자, 근무자 및 

방문자를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며, 피난 대상 

인원을 파악하여 재해약자를 우선으로 피난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피난 시 발생한 출혈, 화상, 골절, 심정지 

환자 등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의 내용을 포함한다. Fig

ure 1에 화재 시 대응절차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화재 

대응절차에 따라 화재인지, 화재상황전파, 119신고, 초기소화, 

피난유도에서 발생 가능한 실패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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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usan Bujeondong

Karaoke Room

(b) Goyang Terminal (c) Jangseong Nursing 

Hospital

(d) Uijeongbu Daebong 

Green Apartment

(e) Hwaseong Dongtan 

Metapolis

(f) Jecheon

 Sports Center

(g) Miryang

Sejong Hospital

(h) Incheon

Seil Electronics

(i) Yangji SLC Logistics 

Center

(j) Icheon Deokpyeong 

Logistics Center

Figure 2. Fire accident cases
(5-7,15-21)

.

Case Date Time Place
Casualties

Dead Injured

Busan Bujeondong Karaoke Room 2012.05.05 20:52 The wall between room 24 and room 21 9 33

Goyang Terminal 2014.05.26 09:02
1st basement floor

Food court construction site
8 116

Jangseong Nursing Hospital 2014.05.28 00:27
Annex 2nd floor

utility room
21 8

Uijeongbu Daebong Green Apartment 2015.01.10 09:27
Parking lot

4 wheeled motorcycle
5 125

Hwaseong Dongtan Metapolis 2017.02.04 11:01
Block B 3rd floor

Pororo Park demolition site
4 14

Jecheon Sports Center 2017.12.21 15:53
1st floor

Piloti parking lot ceiling
29 40

Miryang Sejong Hospital 2018.01.26 07:30
1st floor

Staff changing room next to emergency room 
46 141

Incheon Seil Electronics 2018.08.21 15:43
4th floor

The ceiling of the office in front of the a freight elevator
9 6

Yangji SLC Logistics Center 2020.07.21 08:29
4th basement floor

OLS cold storage
5 8

Icheon Deokpyeong Logistics Center 2021.06.17 05:36
2nd basement floor

Multi outlet for shelf 
1 1

Table 1. Fire Accident Cases (Data, Time, Place, Casualties)
(10,22-27)

3. 화재사고사례 기반 화재대응 실패 요인 도출 

및 시나리오 개발

최근에 발생한 화재사고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제

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인천 세일전자 

화재,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등이 있으며, 해당 사례들

의 공통점은 화재대응 실패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

대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화재를 예방

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화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처 또한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

해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화재대응 문제점을 분석하

여 화재대응에서의 실패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도

출한 실패 요인을 적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대응 교

육⋅훈련 시나리오 개발하고자 한다.

3.1 사고사례

Figure 2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화재사례를 나

타낸 것이며, Table 1에는 사례별 일자, 시간, 장소, 인명피

해를 나타내었다.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10건에서의 

화재대응 실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화재인지, 화재상황

전파, 119신고, 피난유도, 초기소화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

였다
(5-7,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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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Problem Detailed cause

Busan Bujeondong Karaoke Room Location issue Fire start in an empty room

Goyang Terminal X X

Jangseong Nursing Hospital Time issue Too late time

Uijeongbu Daebong Green Apartment Location issue Deserted place

Hwaseong Dongtan Metapolis Alarm stop FACP power off

Jecheon Sports Center Location issue Hide from view (Inside the ceiling)

Miryang Sejong Hospital X X

Incheon Seil Electronics Alarm stop FACP alarm stop

Yangji SLC Logistics Center Alarm stop FACP power off

Icheon Deokpyeong Logistics Center Alarm stop FACP alarm stop

Table 2. Case of Fire Recognition Step Problem Occurrence

3.2 화재사고사례의 화재대응 실패 요인 도출

화재인지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는 것에 있

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화재인지에

서 발생이 가능한 문제점으로는 인적이 없거나 드문 장소

에서 발생한 화재, 취침시간대 발생한 화재, 감지기 및 경

보설비의 미작동이나 미설치 등이 있다. 부산 부전동 노래

방 화재의 경우 노래방 내 빈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초기 

인지가 늦어지게 되었다.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에서는 용

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인지는 빠르게 이루어졌

다.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 화재는 새벽 시간에 화

재가 발생하여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가 나타

났다. 의정부 대봉 그린아파트 화재에서는 인적이 드문 주

차장에서 발생하여 초기 인지가 늦어지게 되었다. 화성 동

탄 메타폴리스 화재에서는 수신기를 포함한 소방시설의 전

원을 꺼두어 화재인지가 늦어졌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는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인지하고 빠르게 진압하였으

나, 진압한 불은 겉으로만 드러난 불로 천장 속 내부에 있

는 스트로폼 단열재에서 붙어 있는 불을 끄지 못한 채 화

재 상황 종료라고 판단하여 1층 천장 내부 전체로 확대되

어 화재가 커졌다. 이는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였지만, 내부

에 잔 불에 대해서는 미인지로 생각되어 인지 지연이 발생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밀양 세종병원에서의 화재는 응급

실 옆 직원 탈의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화재 발생 후 

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경종이 동작하였고, 당직 간호조무

사가 천장에서 연기를 목격하면서 화재인지에 성공하였다. 

인천 세일전자 화재는 평소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

가 잦았고 평소 경보기가 울리면 곧바로 복합수신기를 끄

고 실제 불이 났는지 확인하였다. 화재가 발생 당일에도 경

보기가 울리자 곧바로 꺼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데 지연되

었다. 양지 SLC 물류창고 화재는 해당 건물에서 화재 연동

시스템이 평소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정지 상태였고, 화

재경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인지가 지연되었다.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는 화재 당시 고의로 화재경보를 6차례 

종료하여 화재를 인지하는 데 지연되었다.

화재인지에서 대응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한 결과, 

빈방이나 인적이 드문 주차장과 같이 사람이 없는 곳이나 

천장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와 같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하여 화재인지가 늦어지는 장소적인 문제와 새벽 시간

에 발생하여 화재인지가 늦어지는 시간적 문제로 나타났

다. 또한, 평소 오작동 등에 이유로 화재 수신기(fire alarm 

control panel, FACP)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화재경보가 울

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작동이라 판단, 화재경보를 정지하여 

화재인지가 늦어지는 경보정지의 문제로 나타났다. 따라

서, 화재인지에서 발생한 실패 요인은 장소적, 시간적, 경

보정지로 나타났으며, 해당 내용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화재상황전파에서는 화재상황을 재실자에게 전파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화재상황전파에

서는 비상방송 미실시, 경보시설 미작동, 욕실이나 샤워실 

등 막혀있는 장소에 있어 들리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부산 부전동 노래방 화재의 경우 화재를 감지한 이후 화재

상황전파를 하지 않은 채 자체 소화를 시도하다 실패하였

다. 고양 터미널 화재는 사고 당시 소방시설의 기능이 정지

된 상태로 안전조치 없이 동시다발적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건물 전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지구 경종과 연동 기

능을 정지한 상태로 화재경보와 대피 방송이 늦어지게 되

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서는 새벽 시간에 발생한 화재

로 인해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화재전파 또한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 의정부 대봉 그린아파트 화재에서는 화

재인지 후 119신고 후 바로 화재상황을 전파하였다.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의 경우 지구경종과 비상방송설비를 

포함한 소방설비가 꺼져 있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

례의 경우 화재 발생 당시 비상방송을 통해 화재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건물주가 직접 육성을 통해 전파하였다. 특

히, 2층 여탕의 경우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만 소

리쳐 목욕탕 내부의 손님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는 당직이던 간호조무

사가 연기 목격 후 주변에 화재발생 사실을 전파하였다. 인

천 세일전자, 양지 SLC 물류창고,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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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Problem Detailed cause

Busan Bujeondong Karaoke Room Set priorities fail Initial fire extinguishing first

Goyang Terminal Stop interlocking system FACP alarm stop

Jangseong Nursing Hospital Cognitive impairment Too late time

Uijeongbu Daebong Green Apartment X X

Hwaseong Dongtan Metapolis Stop interlocking system FACP power off

Jecheon Sports Center Not used facility No emergency broadcasting

Miryang Sejong Hospital X X

Incheon Seil Electronics Stop interlocking system FACP alarm stop

Yangji SLC Logistics Center Stop interlocking system FACP power off

Icheon Deokpyeong Logistics Center Stop interlocking system FACP alarm stop

Table 3. Case of Fire Situation Propagation Step Problem Occurrence

의 경우 복합수신기 연동정지 혹은 전원을 차단하거나 화재

경보를 정지하는 등 화재 연동시스템을 고의로 정지하여 

경보가 울리지 않아 화재 상황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Table 3은 화재상황전파에서 대응실패가 된 요인을 분석

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소 오작동 등의 이유로 화재 

수신기 전원을 차단하거나 화재경보가 울렸음에도 불구하

고 오작동이라 판단하여 화재경보를 정지함으로 인해 화재

상황전파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동시스템 

정지로 인해 화재경보가 발하지 않아 화재상황전파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늦은 새벽 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인

해 화재인지가 지연되어 화재상황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거

나 지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초기소화를 

시도하다 화재상황전파가 지연되는 우선순위 설정 실패와 

비상방송설비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육성으로 전파하

여 설비 미사용이 실패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재상

황전파에서 실패 요인은 연동시스템 정지, 인지 지연, 우선

순위 설정 실패, 설비 미사용으로 도출하였다.

119신고에서는 화재의 사실을 유관기관에 알리는 것으

로 119 신고 자체가 늦어지는 상황이나 119 신고가 지연되

어 출동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부산 부전동 노

래방 화재의 경우 화재를 감지한 이후 종업원들이 소화기

를 사용하여 화재진압을 시도하다 실패한 이후에 신고하여 

신고가 지연되었다. 의정부 대봉 그린 아파트 화재에서는 

해당 건물이 차량이 상시 다니는 주도로 안쪽의 이면도로

에 위치하여 화재 당시 지나다니는 행인이 없어 신고가 늦

어졌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화재 발생 당시 초기소

화를 시도한 후 화재진압에 실패하자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최초 목격 후 5 min 뒤에야 신고 접수가 되었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굴절차 진입이 곤란하여 구조 작전

에 차질이 생겼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경우 관리자가 자

동화재탐지설비 작동으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119신고를 하지 않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다 실패하

여 최초 신고가 7 min이 지연되었다. 이천 쿠팡 덕평 물류

센터의 경우 화재 최초발견자가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휴대

할 수 없어 관리자에게 화재신고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

시하여 119신고 자체가 늦어졌다.

119신고에서의 실패 요인은 연락할 수단이 마땅치 않거

나 자체 소화를 먼저 시도하는 등 신고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점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대 도착이 지연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119신고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실패 요인을 

Table 4에 나타냈다.

피난유도에서는 방화문 및 방화셔터, 유도등 및 유도표

지, 제연설비 등 피난에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설비나 

재실자의 피난을 돕지 않는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방

화문⋅방화셔터의 미설치, 고임목이나 물건적재 등으로 인

한 방화문⋅방화셔터 미작동, 비상구 잠금 등의 상황이 대

표적인 예이다. 부산 부전동 노래방의 경우 초기소화를 시

도하다 백드래프트로 인해 화재가 크게 번지면서 실패하자 

피난유도를 하여 피난에 늦었다. 또한, 3개의 비상구가 있

었으나 2개는 주 출입구 쪽에 위치하였고 1개는 내부구조

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주 출입구 쪽 비상구 한 곳은 법으로 금지된 별

도의 문을 달고 물품을 쌓아 두어 탈출이 어려웠다. 고양 

터미널 화재에서는 공사를 위해 스크린 방화셔터 모터의 

전원을 모두 꺼두어 발화장소 옆의 스크린 방화셔터가 작

동하지 않았고, 지하 1층에서 발생한 연기와 열기가 에스

컬레이터를 통해 1층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지상 1층과 터

미널 2층 사이에 방화구획이 되어있지 않아 계단을 통해 

화염과 연기가 그대로 유입되었으며 방풍실이나 통로 출입

문 등에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이 피난구와 관계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 해당 건물에 방화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출입구 및 비상구가 잠금장

치로 폐쇄되어 있었고, 창문마다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

다. 의정부 대봉 그린 아파트 화재는 해당 건물의 주차장인 

지상 1층에는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았고, 2층부터 계단실

에서 복도로 연결되는 위치에는 방화문이 설치되었지만, 

건축법 규격에 미달인 재질을 사용하였다. 또한, 유일한 피

난로인 건물 입구가 화재 초기부터 피난로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는 연기확산을 



최유정⋅최수길⋅김시국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36권 제1호, 2022년

48

Case Problem Detailed cause

Busan Bujeondong Karaoke Room Report delay Initial fire extinguishing first

Goyang Terminal X X

Jangseong Nursing Hospital X X

Uijeongbu Daebong Green Apartment
Fire recognition delay Deserted place

Delay arrival fire department Illegal parking

Hwaseong Dongtan Metapolis X X

Jecheon Sports Center
Report delay Initial fire extinguishing first

Delay arrival fire department Illegal parking

Miryang Sejong Hospital Report delay Initial fire extinguishing first

Incheon Seil Electronics X X

Yangji SLC Logistics Center X X

Icheon Deokpyeong Logistics Center Report delay
No way to report

Ignore the report request

Table 4. Case of 119 Report Step Problem Occurrence

Case Problem Detailed cause

Busan Bujeondong Karaoke Room Staff guidance failed
Too late to evacuation guidance

Emergency exit lock

Goyang Terminal
Fire fighting facilities failed FACP alarm off

Architectural design failed Exit sign in wrong location

Jangseong Nursing Hospital
Architectural design failed No fire door/shutter

Staff guidance failed Emergency exit lock

Uijeongbu Daebong Green Apartment Architectural design failed
No two-way evacuation

No fire door/shutter

Hwaseong Dongtan Metapolis Fire fighting facilities failed
FACP power off

Fire shutter stuck in obstacles

Jecheon Sports Center
Staff guidance failed Guidance to dangerous way

Architectural design failed No fire door/shutter

Miryang Sejong Hospital
Staff guidance failed Patient with limited move

Architectural design failed No fire door/shutter

Incheon Seil Electronics Architectural design failed No fire door/shutter

Yangji SLC Logistics Center Fire fighting facilities failed Fire shutter stuck in obstacles

Icheon Deokpyeong Logistics Center Fire fighting facilities failed
No fire protection section

Fire shutter stuck in obstacles

Table 5. Case of Evacuation Guidance Step Problem Occurrence

차단할 방화셔터를 비롯한 화재경보기 등의 방재 시설의 

전원이 차단되어 있었다. 또한, 비상계단에 상가 적재물이 

쌓여 있어 시민들이 치우면서 대피하였으며 이로 인해 뒤늦

게 대피를 시작한 사람들은 연기 때문에 비상계단을 이용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는 2

층의 경우 여탕 세신사가 비상구 쪽으로 피난을 유도하지 

않고 주 계단 쪽으로 피난을 유도하여 일부는 계단실 창문

을 통해 탈출하였으나, 탈출을 기다리다가 연기가 몰려와 

탈출할 수 없어지자 2층 여탕 쪽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또한, 1층 주 계단실 입구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아 화염

과 연기가 계단실에 유입되어 피난계단의 기능을 상실하였

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령 혹은 거

동이 불편한 피난 약자여서 신속한 피난이 어려웠고, 1층 

중앙계단 입구에 방화문을 철거하였다. 인천 세일전자 화

재의 경우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유리문을 설

치하면서 연기유입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양지 SLC 물류

창고 화재는 화재확산을 막는 방화셔터 주변에 물건을 쌓아 

놓아 방화셔터가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

터 화재는 방화구획이 없었고, 데크(deck) 등의 구조물에 걸

려 방화셔터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Table 5는 피난유도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통해 실패 요

인을 도출한 결과로,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판단오

류로 인해 초기소화를 시도했지만 화재진압을 하지 못하여 

피난유도의 지연이 발생하거나, 연기의 확산 경로로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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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Problem Detailed cause

Busan Bujeon-dong Karaoke Room Failed to extinguish in first Backdraft

Goyang Terminal
Failed to extinguish in first Not aware of fire characteristic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No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used

Jangseong Nursing Hospital Failed to extinguish in first Lots of smoke

Uijeongbu Daebong Green Apartment Failed to extinguish in first Fire recognition delay

Hwaseong Dongtan Metapolis X X

Jecheon Sports Center
Failed to extinguish in first Not aware of fire characteristic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Inadequate

Miryang Sejong Hospital Failed to extinguish in first Not aware of fire characteristic

Incheon Seil Electronics X X

Yangji SLC Logistics Center X X

Icheon Deokpyeong Logistics Center X X

Table 6. Case of Initial Fire Extinguishing Step Problem Occurrence

을 유도하는 등의 원인이 실패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늦은 시간으로 인해 화재인지 자체가 지연되면서 피난유도

에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비상구가 잠

겨 있거나 막혀있는 방향으로 피난을 유도하여 외부나 옥

상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그 외에도 방화

문⋅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피난 유도등이 잘못

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피난유도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건축설계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뿐만 아니라 화재 수신기 전원차단이나 장애물에 걸

려 방화문⋅방화셔터가 작동하지 않는 소방시설 작동실패

로 인한 피난유도 실패가 나타났다. 

초기소화에서는 화재를 인지하고 연소확대를 저지하거

나 화재를 진압하고자 소화기 사용 및 옥내소화전 사용 등

에서 발생된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주방 

화재에 분말소화기나 물을 사용하여 화재진압을 시도하거

나, 소화기가 고장인 상황 등이 있다. 부산 부전동 노래방

의 경우 화재인지 후 소화기를 이용하여 소화를 시도하였

으나 백드래프트(backdraft)가 발생하여 초기소화에 실패하

였다. 고양 터미널 화재에서도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

압하려 하였으나 천장에 발생한 화재는 소화기만을 이용해 

진압하기 어려워 화재진압에 실패했다. 장성 효실천 요양병

원 화재에서는 초기소화를 시도하였지만, 화재진압에 성공

하지 못하고 질식하여 사망하였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필

로티 구조의 건축물로 인적이 적은 외부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가 확산될 때까지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초기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

재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초기진

압에 실패했다. 특히, 처음에 사용하려 했던 소화기는 고장

으로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았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경

우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려 했으나 천장에 발생

한 화재로 진압하기 어려워 초기진화에 실패하였다.

초기소화에서 도출된 실패 요인과 원인은 Table 6에 나

타내었으며, 천장 화재와 같은 화재의 특성을 인지하지 못

하여 초기소화에 실패하거나 소화 장비의 고장 및 미사용

으로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은 국내에서 발생한 10건의 화재사고 사례의 실

패 요인을 도출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화재인지에서는 

화재수신기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화재경보를 정지로 인해 

화재인지가 지연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화재상황전파에서는 화재 수신기 전원을 

차단하거나 화재경보가 들어와도 정지하는 등의 연동시스

템의 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119신고는 자체진화를 

우선하여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소방대의 도착이 지연되는 원인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것

으로 나타났다. 피난유도에서는 다양한 원인들이 도출되었

으며, 주로 방화문 및 방화셔터 미설치에 의한 건축설계 실

패이고, 다음으로는 장애물이나 수신기 전원차단에 의한 

소방시설 작동실패로 나타났다. 초기소화에서는 10건의 화

재 중 6건에서 초기소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이 

중 3건의 경우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재의 특성을 알

지 못해 화재진압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화재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 이벤트 도출

3.2절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인지, 화재상황

전파, 119신고,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바탕으로 소방안전관리자용 화재대

응 교육⋅훈련 시나리오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10건의 화재사례에서 도출된 실패 요인 중 가장 많이 발생

한 원인을 바탕으로 이벤트를 도출하였다. 도출한 이벤트

는 Figure 4에 나타내었다.

화재인지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경보 정지로 평상시 

오작동이 잦아 화재 수신기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경보를 

정지하는 등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로, 특히, 

화재 수신기의 전원을 차단한 경우 감지기가 작동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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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actors of fire response failure in fire accidents.

Figure 4. Educational scenario events according to fire response failure factors.

방화문이나 방화셔터와 같은 소방시설도 작동하지 않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화재인지 문제점 중 장소적 문제의 경

우 인적이 드물거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문제인 

것으로 감지기 설치가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지만 화재 

상황에서 즉시 가능한 조치가 아니므로 시나리오 이벤트에

서 제외하였다. 

화재상황전파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연동시스템 정

지로 화재 수신기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경보를 정지하는 

등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화재인지와 

마찬가지로 화재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연동을 정지하여 다

른 연동되는 소방시설 또한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가 있다. 

화재상황전파 시나리오 이벤트의 경우 연동시스템 정지를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119신고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신고 자체의 지연으로 

그중에서도 초기소화 등 신고보다 다른 행동을 하다 신고

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소방

대 도착 지연으로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대가 도착하

지 못하여 소방작전을 펼치지 못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해당 상황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조

치가 불법 주차된 차량 차주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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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Scenario

Fire

recognition

The fire detector on the 00th floor is in operation, and fire indicator lamp and local warning lamp are on the fire 

alarm control panel, and only the main warning bell is ringing. What kind of measures will you take?

(In rainy seasons, moisture often causes malfunction of smoke detectors installed in corridors, so local alarm bells 

remain stationary.)

Table 7. Fire Recognition Scenario Questionnaire

Choices number Contents

1 Stop and ignore the main alarm because the smoke detector malfunctioned.

2 Immediately move to the floor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fire.

3
After taking measures to ensure that the local fire bell is output normally, it immediately moves to the floor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fire.

Table 8. Fire Recognition Scenario Options

동 주차해달라는 것뿐으로 화재 발생 시에 이러한 행동보

다는 피난유도나 초기소화를 시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나리오 이벤트에서 제외

하였다. 

피난유도에서는 방화문이나 방화셔터가 장애물 등에 걸

려 제 역할을 못 하거나 수신기의 연동시스템 정지나 전원 

차단 등이 원인이 되어 소방시설의 작동실패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 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으로 인해 자력 대피가 어려운 경우나 연기가 들어오는 계

단 등 위험한 방향으로 피난을 유도하는 등의 실패도 있었

다. 그 외로 피난유도에서 피난구유도등의 잘못된 위치 설

치, 양방향 피난 설계 미실시, 방화문 미설치 등 설계상 문

제가 발생하였지만 화재 발생 당시 소방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시나리오 이벤트에서는 제외하였다.

초기소화에서는 화재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화재 진

화를 시도하다 실패한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분말소화기만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려 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에 착안하여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 끌 수 없는 

화재를 시나리오 이벤트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3.4 화재대응 시나리오 개발

3.3절에서 도출한 이벤트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는 개발하

였으며, 시나리오는 질문지와 선택지로 구분하여 작성하였

다. 질문지는 실패 원인이 발생할 만한 상황으로 설계하였

고, 선택지는 질문지에서 제시한 상황에 맞는 행동요령과 

잘못된 행동요령으로 설계하여 선택을 통해 대응 활동의 

성공⋅실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불

감증이나 지식 부족, 경험에 의한 갈등 등으로 인하여 화재

대응 활동에서 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추가로 적

용하였다.

화재인지 시나리오는 경보정지의 문제를 바탕으로 화재

수신기의 전원차단으로 화재 신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착안하여 평소 잦은 비화재보 발생으로 인해 지구 경종을 

정지한 상태에서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이 점등되는 상

황으로 실제 화재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비

화재보로 오인할 경우에 화재인지가 지연되어 화재상황전

파까지 늦어지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를 통해 평상시 비

화재보로 인한 오작동 상황과 같이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고자 하였다.

화재인지 시나리오에서의 질문지는 Table 7에 나타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장마철 비화재보로 인한 오작동으로 

지구 경종을 정지한 상태이며, 화재 수신기에 화재표시등

과 지구표시등이 점등되었으나 실제 화재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습기로 인해 연기

감지기 오작동이 발생했었다는 문구를 넣어 해당 상황이 

비화재보로 인한 작동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시나리오의 선택지는 시나리오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안전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바

탕으로 설계하였으며, Table 8에 나타내었다. 1번 선택지는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경종 정지 및 무시하는 것으로 설계

하였으며, 2번 선택지는 경종을 정지하고 작동한 감지기를 

확인, 3번 선택지는 경종이 울리는 상태로 화재 여부를 판

단하러 가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1번 선택지의 경우 대표

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선택으로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경험에 의존하여 비화재보라고 확신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2번 선택지는 지구 경종이 정지

된 상태에서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 실제 화재일 경우 화재

상황전파가 지연될 수 있다. 3번 선택지는 화재인지 시나

리오에서의 성공 선택지로 화재일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

하여 지구 경종이 정상적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화재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화재사실 인지 및 신속한 화재상

황전파가 가능한 행동이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잦은 비화재보로 인한 수신기 전원차단, 경종정지가 화재

상황전파지연 및 화재인지 지연이 될 수 있음을 습득하고,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습득함으로써 화재인지에서의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유정⋅최수길⋅김시국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36권 제1호, 2022년

52

Division Scenario

Fire situation 
propagation

As a result of CCTV confirmation, a fire broke out on the 00th floor, causing the fire alarm control panel's 
indicator lamp and local warning lamp to turn on, and the main alarm is ringing, but the local alarm is not 
ringing due to the setting of the local alarm stop. What measures will you take first to impart the fire?
(The current location of the fire safety manager is the disaster prevention room.)

Table 9. Fire Situation Propagation Scenario Questionnaire

Choices number Option

1 Immediately go up to the floor and warn verbally.

2 Immediately go up to the floor and warn with a loudspeaker.

3 Immediately release the local alarm stop setting.

Table 10. Fire Situation Propagation Scenario Option

Division Scenario

119 Report
On the 00th floor and the combustion is expanding to the upper floor, five people on the 00th floor have yet 
to escape, and 15 people on the upper floors are waiting for rescue, what should you do first?

Table 11. 119 Report Scenario Questionnaire

Choices number Option

1 Call 119 and notify them of the current situation.

2
Fire fighting activities are carried out by mobilizing self-defense fire brigade suppression teams and 
evacuation guidance teams.

3 The rescue of five people on the 00th floor of the fire layer is carried out.

4 Check the operation status of fire fighting facilities in the disaster prevention room.

Table 12. 119 Report Scenario Option

화재상황전파 시나리오는 연동정지의 문제를 바탕으로 

설계하였으며, 화재 수신기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경보정지 

등 연동기능을 차단하여 경보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설

계하기 위해 지구경종을 정지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경종이 작동하지 않아 건물 내 재실자

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화재

상황전파 시나리오에서의 질문지는 Table 9에 나타냈다. 해

당 시나리오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위치를 방재실로 화재 수

신기의 지구 경종을 정지한 상태에서 CCTV를 통해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 지구경종정지로 인해 건물 

내 재실자에게 화재상황전파가 되지 않는 상황의 이벤트를 

적용하여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해당 시나리오에서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취할 행동에 대

한 선택지는 Table 10에 나타냈다. 1번 선택지는 화재가 발

생한 층으로 가서 직접 구두로 경보하는 것으로 설계하였

으며, 2번 선택지의 경우 구두 전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

을 수 있도록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였고, 3번 

선택지는 지구 경종 상태를 해제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1번 선택지와 2번 선택지의 경우 모든 소방시설이 정상

상태일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타당하지만, 해당 시나

리오에서는 지구경종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재실자에게는 

화재인지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구두나 확성기를 이용해 

해당 층과 더 나아가 건물 전체에 경보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따라서, 본 시나리오에서는 지구경종정지를 해제해야

만 경보가 출력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나리오에서의 적합

한 행동은 3번 선택지이다. 이를 통해 해당 상황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행동이 지구경종정지 해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시나리오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잘

못된 선택이 화재상황전파지연 및 미전파가 발생할 수 있

도록 설계하여 정확한 판단을 통해 화재상황전파를 신속하

게 이행하는 것에 중요성을 느낄 수 있으며, 지구경종이 정

지상태에서는 지구경종정지를 해제해야 함을 습득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119신고 시나리오는 지연신고의 문제를 바탕으로 소방

안전관리자나 관계자가 초기소화를 우선하다 소화에 실패

하여 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 착안하여 119 신고보다 다른 

행동을 우선할 경우 119 신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가정하였

다. 또한, 당장 구조가 필요한 사람과 상황을 제시하여 심

리적 갈등을 유발하고자 하였다.

119신고 시나리오에서의 질문지는 Table 11에 나타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00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대되고 있

는 상황에서 00층에 탈출하지 못한 사람 5명과 위층에서 

15명이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우선으로 해

야 하는 일에 관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시나리오의 1번 선택지는 119에 신고하는 것으로, 

2번 선택지는 화재진압 및 피난 유도를 하는 상황으로, 3번 

선택지는 화재가 발생한 층에서 탈출하지 못한 재실자를 

구조하는 상황으로 설계하였고, 4번 선택지의 경우 소방시

설의 작동상황을 확인하는 상황으로 설계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Table 12에 나타내었다.



화재사례 분석을 통한 소방안전관리자용 화재대응 훈련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Fire Sci. Eng., Vol. 36, No. 1, 2022

53

Division Scenario

Evacuation 

guidance

At 00th floor, arson due to thinner has occurred, making it impossible to evacuate to the main stairs. In addition, 

emergency stairs are not open due to loading of goods. What is the countermeasure of the fire safety manager 

accordingly?

(There is a descending unit installed near the emergency stairs.)

Table 13. Evacuation Guidance Scenario Questionnaire

Choices number Option

1 Evacuation induction is conducted with emergency stairs and escapes on a descending plane

2 Fire suppression at the main entrance is carried out using a fire extinguisher and indoor fire hydrant.

3 A large number of people and equipment are mobilized to forcibly open the emergency stairs and escape.

4
Wait for the rescue of the fire brigade after evacuating to a place where smoke and flames in the space 

are less affected.

Table 14. Evacuation Guidance Scenario Option

2번 선택지에서의 화재진압을 시도하거나 피난을 유도

하는 행동이나 3번 선택지의 인명구조를 시도하는 행동, 4

번 선택지와 같이 작동하지 않는 소방설비의 조치하는 행동 

모두 화재 발생 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다. 다만 

가장 우선하여야 할 일은 119신고를 통해 화재사실을 유관

기관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화재진압이나 대피 유도, 인명구

조 등의 업무는 119신고 후에 이행해야 하는 행동이다. 따라

서 119에 신고하여 현 상황에 대해 통보하는 1번 선택지가 

가장 올바른 행동이다. 해당 시나리오를 통해 소방안전관

리자가 화재 발생 시 우선해야 할 것이 119 신고임을 습득

하고, 화재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신고하여 119 신고

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난유도의 경우 방화문이나 방화셔터가 물건적재 등 

장애물에 의해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에서 주 출입구에 

화재로 인하여 피난하기 곤란해지도록 시나리오는 설계하

였으며, 해당 내용은 Table 13에 나타내었다. 주 출입구에 

시너로 인한 방화로 주 출입구를 통한 피난이 불가능한 상

황을 설정하고, 비상계단도 물건적재로 인해 개방되지 않

아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또한, 질문지

에 비상계단 부근에 완강기가 설치되었음을 알려 대응 방

안의 폭을 넓혔다.

해당 시나리오의 선택지는 Table 14에 나타냈으며, 1번 

선택지는 완강기를 이용하여 대피를 유도하는 상황을 제시

하였으며, 2번 선택지는 주 출입구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

하는 상황, 3번 선택지는 열리지 않는 비상계단을 강제로 

열고 시도하는 상황으로 설계하였다. 4번 선택지는 피난을 

포기하고 최대한 안전한 장소에서 소방대의 구조를 기다리

는 상황으로 설계하였다.

2번 선택지의 경우 주 출입구의 화재를 진압하여 주 출

입구로의 피난유도를 실시 및 화재 상황 종료가 가능할 수

도 있으나 시너 등을 이용한 방화화재의 경우 화재확대가 

급격히 일어나 소화기나 옥내소화전과 같은 초기소화시설

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기는 어려워 적절한 대처방안이

라 할 수 없다. 3번 선택지 또한 열리지 않는 문을 열려 하

는 시도는 좋으나 문을 열지 못할 수도 있으며, 열더라도 

상황 요건에 따라 시간의 소요를 가늠할 수 없기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시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4번 선택지

의 경우 정답인 1번 선택지와 같이 완강기, 피난구조대 등

의 피난 기구를 활용하여 최대한 대피를 진행한 후 열기나 

열로 인해 더는 대피하지 못할 때 취해야 하는 최후의 수

단이라 할 수 있어 적절한 대처방안이라 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유도 시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어진 상황에 따른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화재 상황에서 비상계

단을 통한 대피 유도가 실패할 경우 피난 기구를 활용하여 

피난해야 함을 습득함으로써 피난유도에서의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소화 시나리오는 초기소화 실패의 문제를 바탕으로 

분말소화기만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다 실패하는 것에 

착안하여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 끌 수 없는 K급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설정하였으며, K급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주변의 물건을 이용하여 진압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설계하

였다. 초기소화 시나리오는 Table 15에 나타내었다.

해당 시나리오의 선택지는 Table 16에 나타냈으며 주방

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을 선택지로 제시하였으며, 1

번 선택지는 분말소화기를 사용, 2번은 배춧잎, 3번은 마요

네즈, 4번은 케첩, 5번은 젖은 수건으로 구성하였다. 1번 선

택지인 분말소화기의 경우 재발화 위험성이 있어 사용할 

수 없으며 2번 선택지인 배춧잎의 경우 잎이 넓은 채소로 

기름에 다량으로 투입하면 배춧잎이 기름을 흡수하면서 식

용유를 자연발화점 이하로 냉각하여 진화할 수 있다. 3번 

선택지인 마요네즈의 경우 화재 초기 기름 표면을 덮어 산

소를 차단하여 화재를 진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다. 4번 선택지인 케첩의 경우 케첩 자체에 수분을 많이 포

함하고 있어 슬롭오버(slop over)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

해야 한다. 5번 선택지인 젖은 물수건의 경우 물수건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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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Scenario

Initial fire

extinguishing

Cooking emulsions occurred during cooking using a stir-fried pan (wok) at the restaurant. There are powder fire 

extinguishers, cabbage leaves, mayonnaise, ketchup, and wet towels around. Choose two of these that are not 

digestible for early cooking oil?

Table 15. Initial Fire Extinguishing Scenario Questionnaire

Choices number Option

1 Powder fire extinguisher

2 Cabbage leaves

3 Mayonnaise

4 Ketchup

5 Wet towels

Table 16. Initial Fire Extinguishing Scenario Option

용해 화재가 발생한 냄비를 덮어 냉각과 질식효과로 소화

할 수 있다. 해당 시나리오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가 K급 

화재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숙지하고, 더 나아

가 K급 소화기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4. 결  론

본 논문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대응 교육⋅훈련을 위

한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하였다.

1)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사례 10건을 바탕으로 소방안전

관리자의 화재대응절차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화재인

지, 화재상황전파, 119신고, 피난유도, 초기소화에서의 실

패 요인을 도출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실패 요인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2) 화재 상황에서 즉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경우 또

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우선도가 낮은 조치가 

필요한 실패 요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발생한 실패 요인

과 그 원인을 통해 실패 요인 발생 이벤트를 구축하였다.

3) 각 실패 요인 발생 이벤트와 그에 따른 조치방법을 

통해 안전불감증이나 지식 부족 등에서 생기는 갈등으로 

인한 화재대응활동 실패와 상황을 오인하거나 우선순위 판

단에 혼란이 생기는 상황 제시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유발

하도록 화재대응 교육⋅훈련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화재대응 교육⋅

훈련을 위한 시나리오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화재 안전관리 실패 가능성이 있

는 상황에서의 올바른 행동요령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

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실제 화

재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한 화재대응과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향후 소방안전관리자의 의사 결정력 향상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가상

의 건축물을 설계하여 건물 재실자 및 방문자의 특성, 건물

의 용도에 의해 발생이 가능한 화재의 상황을 설계하여 소

방안전관리자용 교육⋅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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