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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O U R N A L  O F  D I S A S T E R  P R E V E N T I O N

서울시 지하공간 재난관리 및 
재난의료 개선방안

QN@Է΄

서울시 지하공간 개발은 지하공공보도시설, 지하공공주차장과 같은 건축부문과 지하철, 기반시

설과 같은 토목부문에서 수행되었다. 도심교통난 심화로 인해 지하철 및 지하상가를 건설하고 있으

며 인접 건축물의 지하층과 지하철 역사를 연계하는 지하도시 공간 개발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또한 대규모 지하공간에서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많은 노

력도 진행 중이다. 국내 지하공간 관련 법령에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

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있으며 지하건축물에 대한 규정 대부분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어

서 재난의 관리를 위한 각종 법령이 건축법, 소방법 등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재난관리체계의 통합

적 구조화에 어려움이 있다. 지하공간 중에서 지하상가는 공간 및 형태적 유형에 따라 나눌 수 있으

며, 유형별 형태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방화 및 유지관리 측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별 관리체계로 인한 화재 및 재난발생 시 현장의 통합 지휘체계와 현장 응급구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통합관리를 위한 대책 및 시설관리주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하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시 이송의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크게 이송거리, 이송받는 의료기관의 진료능력, 환자의 중증

도 등으로 구분된다.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재해 발생시 수용의료기관 분포와 진료능력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처방안을 제시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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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하보도 형태의 연속식 지하상가

연속식 지하상가의 대표적 사례로는 강남고속터미널과 연결된 반포지하상가, 롯데월드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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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지하상가가 있다. 각 사례는 백화점, 터미널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과 연결되는 지하보도 형태

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접근시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시설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2.2 수평적 바닥면적의 지하상가

수평적 바닥 면적을 갖는 지하상가의 대표적 시설에는 코엑스가 있으며, 다른 지하상가와는 다르

게 복합 문화시설의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지하철 및 다중이용시설과 연계되는 공통점을 가지

고 있지만, 수평적 바닥면적의 특성상 다른 지하상가와 위험성 및 방재적 특성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2.3 지하역사와 연결된 지하상가

지하역사와 지하상가가 연결된 형태의 대표적인 시설로는 강남역 지하상가가 있다. 강남역 지하

상가의 경우 지하역사가 지하상가의 수직적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 승객이 지하상가

를 거쳐 밖으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에 적절한 방화 및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림 1. 잠실역 지하상가의 유형

그림 2. 코엑스 지하상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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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울시 지하상가 현황

국내에서 지하상가는 1967년 12월 총면적 1,085㎡의 서울시청 앞 새서울 지하상가가 개장됨으로

써 첫 선을 보였고 1970년 인현지하상가, 1971년 신당지하상가, 새인천 지하상가 등이 잇달아 개설

되었다. 특히 1974년 지하철의 개통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되어 지하보도와 병행 건

설되고 있고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

고 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지하상가는 총 30개소(중부권역 11개소, 영등포권역 

3개소, 강남권역 5개소, 종로권역 11개소)이며 전체 점포수는 2,775개이고 평균 점포수는 93개이다.

서울에서 지하보행시설이 가장 많이 있는 도심 지하상가가 입지한 종로, 을지로 등에는 간선도로

와 각 지하철 노선이 집중되어 있으며, 종로와 청계천 및 남대문, 동대문 등을 중심으로 보행통행량

도 많게 나타난다

3.2 수용의료기관의 분포

수용 의료기관의 분포는 서울시 지하공간 중 인구의 이동 및 집중이 가장 많은 강남터미널, 잠실

역, 코엑스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지하상가 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을 위한 직선거

리 분포를 최소 1km에서 최대 7km까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3. 강남역 지하상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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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전체 7km이내에 17개의 의료기관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거리 1km 이내에는 가

톨릭대 성모병원이 위치한다. 또한 3km 이내에는 차병원, 5km 이내에는 순천향대병원 외 6개 병

원, 7km 이내에는 서울의료원 외 7개 병원이 분포하고 있다. 

 

전체 17개 병원의 평균 병상 수는 452개이며 병상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전

체 1,150개로 가장 크며, 강남 세브란스병원이 전체 804개로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표 1. 서울시 지하상가 현황

지하상가명 준공
폭
(m)

높이
(m)

연장
(m)

면적
(㎡)

심도
(m)

최저심도
(m)

종로5가 1980.06 25.0 3.0 141.0 4,158.0 2.5 5.5

동대문2차 1985.11 48.6 3.5 26.0 1,144.0 2.4 5.9

동대문1차 1978.02 54.0 3.5 40.0 2,529.0 2.4 5.9

종로4가 1977.12 15.0 3.5 150.0 2,996.0 2.8 6.3

종로2가 1979.12 25.0 3.9 133.0 4,712.0 1.2 5.1

종로5가(한일) 1977.09 15.0 3.5 35.0 1,210.0 2.9 6.4

을지로6가 1975.06 22.1 2.9 43.0 664.0 3.4 6.3

방산 1977.06 35.0 3.4 50.0 1,933.1 3.3 6.7

신당 1971.09 11.5 3.6 397.0 5,057.7 0.7 4.3

청계천6가 1975.06 12.5 3.0 79.0 823.0 3.8 6.8

새서울 1967.12 9.0 3.2 480.0 1,613.0 4.5 7.7

을지로입구 1977.09 20.2 3.3 87.0 2,271.0 3.0 6.3

소공 1978.12 18.0 3.9 346.0 6,799.0 3.5 7.4

인현 1970.09 42.0 2.3 67.0 1,878.0 2.9 5.2

명동입구 1978.12 28.0 3.8 106.0 3,838.5 3.6 7.4

회현 1978.07 35.0 3.3 153.0 9,031.0 5.0 8.3

남대문 1977.12 24.0 3.5 134.0 3,831.4 3.7 7.2

충무 1977.08 23.0 3.9 72.0 2,215.0 2.8 6.7

을지로 1983.09 15.1 3.9 1649.0 23,564.0 4.3 8.2

참고: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UUIS(서울특별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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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잠실역 지하상가

1km~7km 이내에는 13개 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나, 1km 내에는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다. 가장 근접한 거리인 3km 이내에는 서울아산병원, 국립경찰병원, 혜민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

의료원이 있고, 5km 이내에는 건국대학교 병원 외 6개 병원, 7km 이내에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외 

2개 병원이 존재한다. 

그림 4. 서울시 지하상가 현황

그림 5.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수용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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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수용의료기관 현황

거리 병원명칭 분류 병상
응급실
병상

응급실
의사

1km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상급종합 1150 42 4

3km 성광의료재단차병원 종합 206 - -

5km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상급종합 713 20 2

중앙대학교용산병원 종합 348 21 4

중앙대학교병원 상급종합 533 37 2

강남고려병원 종합 180 10 -

강남세브란스병원 상급종합 804 31 5

베스티안병원 종합 116 10 3

우리들병원 종합 272 5 0

7km

서울의료원 종합 500 22 3

한양대학교병원 상급종합 837 28 3

국립중앙의료원 종합 560 21 1

제일의료재단제일병원 종합 300 - -

인제대학부속백병원 상급종합 402 20 4

소화아동병원 종합 130 10 -

여의도성모병원 상급종합 523 26 3

양지병원 종합 124 10 3

그림 6. 실역 지하상가 수용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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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역 지하상가 수용의료기관은 7km 이내에 13개 병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병상 

수는 10,217개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병상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500~1,000병상 사이가 가장 많

았는데, 3km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이 전체 병상 2,650개로 가장 크며, 서울삼성병원이 

전체 병상 1,960개로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3.2.3 코엑스 지하상가

코엑스 지하상가 주변 직선 1km~7km 이내의 거리에는 전체 13개 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1km 내에 서울의료원, 3km 내에 강남세브란스 외 3개, 5km 내에 삼성서울병원 외 3개, 7km 내에 

한양대학교 병원 외 3개 병원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잠실역 지하상가 수용의료기관 현황

거리 병원명칭 분류 병상
응급실
병상

응급실
의사

1km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상급종합 1150 42 4

3km 성광의료재단차병원 종합 206 - -

5km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상급종합 713 20 2

중앙대학교용산병원 종합 348 21 4

중앙대학교병원 상급종합 533 37 2

강남고려병원 종합 180 10 -

강남세브란스병원 상급종합 804 31 5

베스티안병원 종합 116 10 3

우리들병원 종합 272 5 0

7km

서울의료원 종합 500 22 3

한양대학교병원 상급종합 837 28 3

국립중앙의료원 종합 560 21 1

제일의료재단제일병원 종합 300 - -

인제대학부속백병원 상급종합 402 20 4

소화아동병원 종합 130 10 -

여의도성모병원 상급종합 523 26 3

양지병원 종합 1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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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지하상가 주변 7km 내에 있는 의료기관 수는 전체 13개이며, 평균 병상 수는 837개, 전체 

병상 수는 10,881개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병상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500~1,000병상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5km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이 전체 병상 2,650개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코엑스 지하상가 수용의료기관 

표 4. 코엑스 지하상가 수용의료기관 현황

거리 병원명칭 분류 병상
응급실
병상

응급실
의사

3km

서울아산병원 상급종합 2650 50 14

국립경찰병원 종합 500 15 2

혜민병원 종합 299 10 1

서울의료원 종합 500 22 3

삼성서울병원 상급종합 1960 46 8

5km

건국대학교병원 종합 874 35 4

우리들병원 종합 272 5 -

베스티안병원 종합 116 10 3

강동성심병원 종합 660 27 -

서울보훈병원 종합 779 36 -

7km

강남세브란스병원 상급종합 804 31 5

성광의료재단차병원 종합 206 0 -

동서신의학병원 종합 597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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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선방안

이송의 적절성에 대한 기준을 크게 이송거리, 이송받는 의료기관의 진료능력(응급의료기관의 행

정 분류, 전체 병상수, 응급실 병상수 및 상근 응급의료인력의 수), 환자의 중증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이송거리는 직선거리를 사용하였으나 도심에서의 여러 이송로의 선책 및 교통 혼

잡정도는 고려되지 않아 거리가 현장 출발에서 이송기관 도착까지의 시간과 비례하지는 않을 것으

로 추측된다(왕순주 등, 2003).

재난 발생 시 이송의 원칙 중 하나는 경환자를 상대적으로 멀고 규모가 적은 의료 기관으로 이송

하여, 중환자를 가깝고 전문적 처치가 가능한 의료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왕순주 

등, 2003; 한국과학재단, 2005). 또한 현장에서 사망한 환자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 인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 거리의 영안실이 있는 곳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관할보건소

장은 기술된 재해발생 부근 의료기관의 분포와 진료 능력 등을 고려하여 환자 수송계획을 진행하여

야 한다.

이러한 이송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능숙한 의료진과 응급구조사가 존재하고, 현장지위본

부와의 협조가 원활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재해정보와 응급의료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어

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속터미널, 잠실역, 코엑스 지하상가의 수용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송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증도와 이송거리 및 수용병원의 진료능력 외에도 치료결

과 및 일반병실 또는 중환자실로의 입원 유무, 타 병원으로의 전원 유무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세가지 요소(중증도, 이송거리, 수용병원의 진료능력)만을 고려하였다(한국과학재단, 

2005). 

따라서 분석된 수용의료기관의 분포와 수용병원의 진료능력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하공간에서 재

해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림 8. 응급의료기관 이송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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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서울시 지하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환자 이송은 현장에 능숙한 의료진과 응급

구조사가 존재하고 현장지휘본부와 전문성을 인정하는 협조가 원활해야 가능하며, 평소에 재해정보

와 응급의료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화재 현장부터 이송,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시간흐름별로 모든 과정에서 계획된 시

나리오와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과 연습, 평가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피, 구조와 연계한 적

절한 이송 및 현장처치와 의료기관과의 연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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