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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旨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인구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도시시설물들이 급속도

로 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사회재난 중 화재는 교

통사고와  더불어 도시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화재발생은 44,432건이 발생하여 

253명의 사망자와 4,3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다양한 피해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과 진주소방서를 통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진

주시 화재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시설물 현황 DB를 통해 진주시의 화재와 시설물의 군집성을 분석하

고 화재위험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미국소방기술사회(SEPE:Society of Fire Protection Engineers) 기준에 따른 

화재발생빈도에 대한 위험 등급을 4단계로 구분한 경우 가장 높은 A등급으로 업무시설, 위락시설, 자동차시설이 

분류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U등급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집합시설, 의료시설, 산업

시설, 생활서비스시설, EU등급은 기타주택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BEU등급은 위험물제조시설로 나타났다. 또
한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한 경우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은 위험물제조시설이었고 재산피해를 기준으로 한 경

우는 집합시설과 산업시설이 가장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도시에서 발생된 화재를 시설물별로 구분

하여 발생빈도, 인명피해, 재산피해에 대해 위험등급을 산정하여 제시함으로서 도시공간에 분포한 시설물에 대한 

화재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화재피해,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시설물 군집성, 화재위험도, 미국소방기술사회, 화재저감대책

Abstract
Urbanization in Korea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subsequently, various facilities have been concentrated in 
urban areas at high speed in accordance with a growing urban population. Accordingly, damages have occurred due 
to a variety of disasters. In particular, fire damage among the social disasters caused the most severe damage in 
urban areas along with traffic accidents. 44,432 cases of fire occurred in 2015 in Korea. Due to these accidents, 253
were killed and property damage of 4,50 billion won was generated. However, despite the efforts to reduce a variety 
of damage, fire danger still remains high. In this regard, this study collected fire data, generated from 2007 to 2014 
through the Jinju Fire Department and the National Fire Data System(NFDS) and calculated fire risk by analyzing
the clustering of fire cases and facilities in Jinju-si based on the current DB of facilities, offer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s a result, the risk ratings of fire occurrence were classified as 
four stages under the standards of the US Society of Fire Protection Engineers(SEPE). Business facilities, 
entertainment facilities, and automobile facilities were classified as the highest A grade, detached houses, Apartment 
houses, education facilities, sales facilities, accommodation, set of facilities, medical facilities, industrial facilities, 
and life service facilities were classified as U grade, and other facilities were classified as EU grade. Finally, 
hazardous production facilities were classified as BEU grade, the lowest grade. In addition, in the case of setting the 

Received: 2016.02.11, revised: 2016.03.11, accepted: 2016.03.15
*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Master Student, BK21+, Dept. of Urban Engineer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baegoooo@naver.com)
** 정회원ㆍ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Member, Master Student, BK21+, Dept. of Urban Engineer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inoa6330@naver.com)
*** 교신저자ㆍ정회원ㆍ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Corresponding Author, Member, Professor, BK21+, ERI, Dept. of Urban 

Engineer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hyoo@gnu.ac.kr)

43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Vol.24 No.1 March 2016 pp.43-50

연구논문

ISSN: 1598-2955 (Print)
ISSN: 2287-6693(Online)

http://dx.doi.org/10.7319/kogsis.2016.24.1.043



44 배규한ㆍ원태홍ㆍ유환희

standard with loss of life, the highest risk facility was the hazardous production facilities, while in the case of 
setting the standard with property damage, a set of facilities and industrial facilities showed the highest risk.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effectively utilized to establish the fire reduction measures against facilities, 
distributed in urban space by calculating risk grades regarding the generation frequency,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fire, occurred in the city, according to the facilities.  

Keywords : Fire Damage, NFDS, Clustering of Facilities, Risk Ratings, SEPE, Fire Reduction Measures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급속도로 팽창하는 도시에는 많은 수의 인구와 

시설물들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도시의 기능이 

고차원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도시 내 다양한 업무 수행

과 편의시설이 집중되면서 재해·재난에 취약함을 나타

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서

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

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

연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붕괴, 폭발 등과 같은 사회재

난으로 정의하고 있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5). 사회재난에 속하는 화재는 흔하게 

접하게 되는 재난 중 하나로 주된 원인은 사람들의 부

주의와 방심에 의해 발생되며(Bae and Yoo, 2014). 
화재는 교통사고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도시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중 하나로 시간과 장소를 막

론하고 도시민들과 다양한 도시시설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재는 2015년 44,43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 중 실화가 38,975건으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미상의 화재가 3,913건, 방화

가 1,261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253명의 사망자

가 발생하였으며 1,83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더불

어 약 4,5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소실면적은 약 10㎢으로 집계되었다(National Fire 
Disaster System,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서부권에 위치하고 있

는 진주시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화재

발생 데이터를 수집하고 화재의 분포현황을 분석하고

자 한다. 이와 함께 시설물의 분포현황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 하여 화재와의 연관성을 도출하고자 

하며 시설물별 화재발생빈도를 미국소방기술사회(SEPE: 
Society of Fire Protection Engineers)의 기준은 연간 

화재발생 비율측면에서 절대평가 개념에 따라 화재위

험등급을 A, U, EU, BEU의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화재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평

가에 대해  5등급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하고 있다

(Chung,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재발생 비율 

측면에 대한 것은 미국소방기술사회 기준인 절대평가 4
등급 평가를, 인명 및 재산피해평가 측면에서는 상대평

가방법인 5등급 평가를 적용하였다. 

2. 화재위험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진주시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발

생한 화재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분포현황을 분석하고 시설물과의 연계성을 도

출하며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하여 해당 시설

물의 화재위험도를 평가하였다. 화재위험도를 평가하

기 위한 기법으로는 위험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인 정

성적 위험분석, 화재의 위험 자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

는 위험분석, 위험 크기를 지수로 표현하는 상대순위 

방법 등이 존재한다(Chung, 2008).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위험등급

을 절대평가하고자 미국소방기술사회(SEPE)의 정량적 

표준 기법을 활용하였다. 산출식은 Eq. (1)과 같으며, 
시설물별 화재발생빈도 F값을 산출하고 시설물에서 발

생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산출한다.

 해당시설물의수
화재발생건수

                 (1)

화재발생빈도 F는 Eq. (1)과 같이 해당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발생건수를 시설물의 수로 나누어 빈도를 

산출한다. 미국소방기술사회에서는 해당 F값을 네 등

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분류표는 Table 1과 같다

(Brian, 2002).

Table 1. Risk Ratings of Fire Occurrence Frequency 
from SEPE

Class Description Frequency Level
A Anticipated 10-2/yr < F
U Unlikely 10-4 < F < 10-2/yr

EU Extremely Unlikely 10-6 < F < 10-4/yr

BEU Beyond Extremely
Unlikely F < 10-6/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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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평가표를 통하여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의 위험등급을 평가하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위험도를 산출하기 위한 식은 다음의 Eq. (2) and (3)
과 같다(Shin et al, 2012).

인명피해해당시설물의수
시설물에서발생한사상자수

    (2)

인명피해의 규모는 Eq. (2)와 같이 해당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수를 시설물의 수로 나누어 빈도를 산

출한다.

재산피해해당시설물의수
시설물에서발생한재산피해

    (3)

재산피해의 규모는 Eq. (3)과 같이 해당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산피해 금액을 시설물의 수로 나누어 빈도를 

산출한다.
이와 같이 Eq. (1), (2) and (3)을 통해 산출된 각각

의 값을 토대로 Jenks의 자연적 구분법을 통하여 화재

에 관한 위험등급을 다섯 구간으로 산출한다.
Jenks의 자연적 구분법은 등급을 최적화에 적합하며 

이 방법의 기본 개념은 그룹 내에서는 동질성을, 그룹 

간에서는 이질성을 최대화하여 그룹을 나누는 것이다. 
이는 흔히 Goodness if Variance Fit(GVF)라고 불리며 

이는 등급평균으로부터 편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 시

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 이 때 GVF값이 최대가 된다. 
Jenks의 최적화 방법을 통해 그룹을 나누는 방법은 다

음의 Eq. (4), (5) and (6)을 이용하여 구간을 설정한다.

                  (4)

Where,   is each observed values,   is mean 
values of observations.

Eq. (4)를 통하여 전체 자료 집단의 평균값을 산출하

고 관측치의 평균값으로부터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가

를 계산하여 등급구간을 설정한다. 그 후 등급구간의 

평균을 구한 다음 Eq. (5)와 같이 등급 구간에 속한 관

측치들이 구간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

가를 산출한 다음 전체 분산의 합을 구한다. 해당 식은 

다음의 Eq. (5)와 같다.

                  (5)

Where,  is mean values of each grade section.

이를 통하여 GVF값을 산출하고자 하며 산출은 Eq.  
(6)과 같다.


 

                  (6)

등급구간을 변화시켜 SDCM을 구하여 GVF값이 1
에 근접하는 최대값이 될 때의 구간을 산출하며 그 구

간이 최적화된 등급구간이다. Jenks의 최적화 방법의 

장점은 원하는 등급의 수에 다라서 최적인 등급구간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Lee, 2006).
이와 같이 위험도를 산출하고 자연적 구분법을 활용

하여 시설물별 위험등급을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대상

으로 다섯 구간을 설정하여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한다.

3. 자료 구축 및 결과분석

3.1 자료구축

경상남도 지역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7년간 

화재발생 건수를 고려할 때, 인구 100만 명에 해당하는 

창원은 2,787건으로 나타났으나 진주는 인구수가 약 

34만임에도 불구하고 2,441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ational Fire Disaster System, 2015).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대비 화재발생이 높은 경상남도 

서부권의 중소도시인 진주시를 대상으로 화재발생의 

빈도를 파악하고 시설물별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위

험등급을 구분한다. 
진주시는 경상남도 서부권의 각종 행정업무와 다양

한 공업, 상업, 주거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34만 여명

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Sung, 2015; Jinju’s Yearbook, 
2015). 지역 통합에 따라 진주시의 경계는 확장되었으

나 중심시가지에 화재가 많이 밀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필요한 화재데이터는 경상남도 진주 

소방서와 국민안전처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National Fire 
Disaster System, 2015)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2007년부터 행정지역별 화재발생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화건수, 발생비율, 인명

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실면적 등 기본 현황을 제

공하고 있다(Bae, 2016).이와 함께 발화 장소에 관한 정

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상지의 화재발생 정보

를 면밀히 수집하고 자료를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설물별 화재발생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

상지에 분포하고 있는 시설물의 분포현황을 시설물의 

현황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를 통하여 

진주시에 분포하고 있는 전체시설물을 대상으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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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Case) Accidental Fire Natural Factor Arson Unknown
2,448 1,969 5 108 366

Casualties(Person) Death Injury
83 14 69

Property Damage(1000Won) Real Estate Movable Asset
13,396,323 6,279,577 7,116,746

Table 2. Status of Fire Occurrence and Fire Damage

법령을 통해 시설물 분류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공간정

보 DB에서는 327개의 시설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

으며 이를 재분류하였다. 해당 도표에서는 NFDS 
(National Fire Data System)에서 제공하는 시설물의 

분류와 행정자치부의 시설물 현황을 함께 분류하였다.
NFDS에서는 총 50개의 시설물을 분류하여 화재정

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공간정보 DB에서는 총 327개
의 세부시설물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진주시에

는 총 104,308개의 건축물 현황을 포함하고 있어 재분

류를 통해서 공간정보의 건축물현황과 화재정보의 발

화시설물 정보를 일치시켰다. 이를 통하여 화재건수와 

시설물 개수를 수집하고 화재위험도를 산출하였다. 산
출하기 위하여 분류한 시설물의 수는 총 14가지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주택, 교육시설, 판매시설, 업
무시설, 숙박시설, 집합시설, 의료시설, 산업시설, 생활

서비스, 위락시설, 위험물제조시설, 자동차시설과 같이 

분류되었다. 분류된 시설물을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의 

327개 시설물을 다시 분류하였다. 집합시설에는 문화

시설, 집회시설과 운동시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대부분

의 시설물은 행정자치부의 시설물정보 DB에서 대분류 

되어 있는 분류와 비슷하였다. NFDS에서 수집한 화재

의 발화시설에 대한 정보는 총 50개의 시설물로 분류

되어 있어 14개의 대표시설물로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교육시설에는 연구, 학원, 학교시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업무시설에는 공공기관과 일반 업무시설이 포함되었다. 
집합시설에는 관람장과 문화재 등이 포함되었으며 산

업시설에는 공장, 위생시설 등 총 7종이 포함되었다. 
생활서비스에는 음식점과 일상서비스, 오락시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자동차시설에는 항만시설과 터미널시설

들이 포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총 14개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발생 빈도 값과 인명 및 재산피해의 위험등

급을 산출하였다.

3.2 결과분석

진주시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화재를 

다양한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
주시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화재는 총 

2,448건이며 실화가 1,96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었다. 발생한 사상자는 83명이며 재산피해는 

약 130억 원이 발생하였다(Table 2).
본 연구에서는 진주시 화재발생의 공간적 분포 특징

을 도출하기 위해 진주소방서의 협조로 수집한 진주시 

화재발생데이터의 화재발생지점을 점 데이터로 표현하

여 공간군집분석에 따라  핫스팟을 생성하였다(Fig. 1).
2,448건의 화재 중 2,439건의 발화지점 데이터가 생

성되었다. 핫스팟분석 결과, 진주시의 화재는 시 중심

지역에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해당 지역

은 진주시의 행정동이 밀집된 곳으로 다양한 시설물 또

한 밀집된 지역이다. 

Figure 1. Status of Fire Occurrence

Figure 2. Status of Facilit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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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진주시 전체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시설물의 

현황으로, 해당 시설물의 폴리곤에 중심점을 찾아 점 

데이터의 군집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진주시 전체 시

설물은 총 104,308개로, 화재발생과 더불어 시 중심지

역에 밀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화재와 

시설물이 밀집된 시 중심지역을 확대하여 핫스팟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상업지역이 

밀집된 중앙지역과 공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동부권에 

화재의 군집이 넓게 형성되었다. 해당지역의 시설물의 

분포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핫스팟 특성을 분석하였다.
행정동 지역의 시설물 분포 또한 중앙지역과 동부지

역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지역은 서비스시설

의 분포가 높았으며 동부지역은 공업시설의 분포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서부지역은 새로이 주택단

지가 조성되는 지역으로 공동주택의 밀집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에서는 진주시의 화재가 밀집되어 있는 행정동

지역에서 재산피해 규모가 1천만 원 이상의 화재가 발

생한 시설물을 나타내고 있다. 총 142건의 화재가 1천

Figure 3. Status of Fire Occurrence in Jinju

Figure 4. Status of Facility Distribution in Jinju

Figure 5. Fire Property Damage over 10 Milion Won

Figure 6. Distribution of Fire Property Damage over 
10 Million Won

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빈도가 높

은 시설물은 주거시설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활서비

스와 산업시설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고액의 피해가 

발생한 지점을 나타내면 Fig. 6과 같다.
이를 통해 진주시의 화재분포는 시설물분포와 연계

성을 갖는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물별 화재위험등급을 

산출하였다. 
앞서 구축한 시설물 분류현황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수와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의 현황 표는 다음

의 Table 3과 같다.
Table 3은 화재자료 중 들불이나 산불은 시설물에 

부적합하므로 시설물 화재만 집계하여 분석한 현황이

다. 전체 시설물 중 단독주택이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

며, 다음으로 산업시설과 생활서비스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건수 또한 시설물의 수가 많은 

단독주택, 산업시설, 생활서비스시설에서 많은 수를 기

록하였으며 자동차시설의 개수는 적지만 화재건수는 

362건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

국 SEPE기준에 따라 화재발생빈도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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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lass

Detached Houses 971 747 643 568 747 553 628 643 UU U U U U U U U

Apartments 9,072 8,004 8,004 8,004 6,937 7,471 5,336 8,538 UU U U U U U U U

Other Houses 455 2,276 3,186 0 910 0 0 455 EUU U U BEU U BEU BEU U

Educations 1,255 5,019 2,509 627 2,509 627 1,882 1,882 UU U U U U U U U

Sales 1,557 445 1,779 2,224 1,334 1,557 1,334 445 UU U U U U U U U

Offices 21,390 16,043 42,781 42,781 26,738 5,348 10,695 5,348 AA A A A A U A U

Accommodations 5,391 5,391 16,173 10,782 0 0 10,782 5,391 UU U A A BEU BEU A U

Set of Facilities 1,077 1,077 539 3,770 2,154 539 2,154 539 UU U U U U U U U

Medicals 64,220 18,349 0 18,349 45,872 27,523 9,174 18,349 UA A BEU A A A U A

Industrials 3,585 2,689 3,047 3,316 4,481 3,226 3,406 2,778 UU U U U U U U U

Life Services 2,837 3,004 4,005 3,921 2,586 3,170 2,002 2,670 UU U U U U U U U

Entertainments 13,228 10,582 7,937 21,164 13,228 2,646 2,646 13,228 AA A U A A U U A

Hazardous Products 0 0 0 0 0 0 2,016 0 BEUBEU BEU BEU BEU BEU BEU U BEU

Automotives 75,851 68,111 66,563 86,687 40,248 74,303 68,111 80,495 AA A A A A A A A

Table 4. Calculation of Annual Fire Frequency and Absolute Risk Assessment(Unit : × 10-6)

Facilities Number of 
Facility

Fire 
Occurrence Casualties

Property 
Damages

(1000Won)
Detached 
Houses 66,916 368 29 2,133,541

Apartments 1,874 115 13 641,988
Other Houses 2197 16 0 53,368

Educations 1,594 26 6 153,665
Sales 4,497 48 0 867,763

Offices 187 32 2 346,175
Accommo- 

dations 371 20 0 28,875

Set of Facilities 1,857 22 1 608,209
Medicals 109 22 0 41,273

Industrials 11,158 296 3 7,565,033
Life Services 11,986 290 8 1,753,309

Entertainments 378 32 0 236,791
Hazardous 
Products 496 1 3 44

Automotive 646 362 8 1,377,839
Total 104,266 1,650 73 15,807,873

Table 3. Status of Fire Occurrence Damage 지난 8년간의 화재자료를 근거로 하여 4등급으로 분

류한 결과 가장 위험등급이 높은 A등급은 업무시설, 
위락시설로 나타났다, 8년 중 2-3년만 U등급이 나왔고  

꾸준히 A등급으로 나타나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 그 다음 위험등급인 U등급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집합시설, 의
료시설, 산업시설, 생활서비스 시설과 같이 총 9개의 

시설물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EU등급은 기타주택, 마
지막으로 가장 낮은 위험등급인 BEU등급은 위험물제

조 시설로 평가되었다. 위험물 제조시설은 8년 중 2013
년에만 U등급을 받고 나머지는 한 번도 화재가 발생되

지 않아 BEU등급을 받았다. 
Table 5는 진주시의 행정동에서 발생한 화재의 인명

피해와 재신피해에 대해 위험등급을 산출한 것이다. 인
명피해는 해당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수를 화재

의 건수로 나누었으며 재산피해는 재산피해액을 건수

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산출한 값을 Jenks의 자연적 구분법을 통

하여 다섯 구간으로 구분하면 Fig. 7, 8과 같다.
푸른색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낮은 1 등급이고,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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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Casualties
(Person/Case)

Property 
Damages

(1000Won/Case)
Detached Houses 0.0788 5,797.7

Apartments 0.1130 5,582.5
Other Houses 0.0000 3,335.5

Educations 0.2308 5,910.2
Sales 0.0000 18,078.4

Offices 0.0625 10,818.0
Accommodations 0.0000 1,443.8
Set of Facilities 0.0455 27,645.9

Medicals 0.0000 1,876.0
Industrials 0.0101 25,557.5

Life Services 0.0276 6,045.9
Entertainments 0.0000 7,399.7

Hazardous Products 3.0000 44.0
Automotives 0.0221 3,806.2

Table 5. Calculation of Fire Risk Ratings

색으로 분류 될수록 위험도가 높으며 5등급이 가장 높

은 등급이다.
Fig. 7은 시설물별 인명피해의 빈도를 산출하여 다섯 

등급으로 나눈 결과이며, 인명피해 위험도가 가장 낮은 

1등급의 경우 기타주택,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산업시설, 생활서비스, 위락시설, 자동차시설로 분류되

었다. 2등급은 단독주택, 업무시설, 집합시설로 분류되

었으며 3등급은 공동주택, 4등급은 교육시설, 가장 높

은 5등급은 위험물제조 시설로 나타났다. 위험물제조시

설은 화재발생빈도가 낮지만 인명피해에 대한 위험도

는 가장 높은 등급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7. Classification of Casualties Damage by Fires

Figure 8. Classification of Property Damage by Fires

Fig. 8은 시설물별 재산피해 위험도를 다섯 등급으로 

평가한 결과로서, 위험도가 가장 낮은 1등급의 경우 숙

박시설, 의료시설, 위험물제조시설로 분류되었다. 2등
급은 자동차시설, 기타주택이며, 3등급의 경우 단독주

택, 공동주택, 교육시설, 업무시설, 생활서비스, 위락시

설로 분류되었다. 4등급은 판매시설, 가장 위험도가 높

은 5등급은 집합시설과 산업시설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진주시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4
년까지의 화재발생데이터를 진주소방서와 국가화재정

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하고 행정자치부의 시설물 현

황 DB를 통하여 시설물별 화재발생 빈도를 절대평가

하고 재산 및 인명피해의 빈도를 분석하여 위험등급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 째, 14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4

년까지 화재발생빈도를 미국 SEPE기준에 따라 화재발

생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A등급은 업무시설, 위락시설

로, 그 다음 위험등급인 U등급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집합시설, 의료시설, 산
업시설, 생활서비스 시설과 같이 총 9개의 시설물이,  
그리고 EU등급은 기타주택,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위

험등급인 BEU등급은 위험물제조 시설로 평가되었다. 
둘째, 인명피해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가장 

낮은 1등급의 경우 기타주택,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

시설, 산업시설, 생활서비스, 위락시설, 자동차시설로 

분류되었고, 가장 높은 5등급은 위험물제조 시설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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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또한 시설물별 재산피해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위험도가 가장 낮은 1등급의 경우 숙박시설, 의료시설, 
위험물제조시설로 분류되었고, 가장 위험도가 높은 5등
급은 집합시설과 산업시설로 나타났다. 

셋째, 화재발생 위험도를 발생빈도, 인명피해, 재산피

해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업무시설, 위락시설은 발생

빈도 위험도가 가장 높았으며, 위험물제조시설은 화재

발생빈도 위험도는 가장 낮지만 인명피해에 대한 위험

도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피해위험

도에서는 집합시설과 산업시설이 가장 높았으나 인명

피해 위험도는 1, 2등급으로 낮은 등급에 속하였다.
이상과 같이 도시시설물의 화재위험도를 발생빈도, 

인명피해, 재산피해 측면에서 평가하여 위험등급을 산

출함으로서 복잡하고 고밀화되어 가는 도시공간의 화

재 위험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활용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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