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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영국의 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란 단지 과거 사건의 

나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역사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지나온 역사를 바로 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역사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철원소방서 개서 15주년을 맞이하여 과거를 정리하는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철원소방서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철원소방서는 일제강점기 의용소방조직으로부터 출발하여 발전과 성장을 하였고, 

2005년 개서 이후 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철원소방 발자취, 15년史」 편찬이 철원소방서의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초석이 되고, 그간 추진해온 소방행정을 바탕으로 안전한 철원을 앞당기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철원소방은 철원을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이며, 최근까지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안긴 

재난현장 속에서 우리 철원소방이 펼친 활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중 안전은 가장 우선시해야 할 핵심 가치라고 봅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 또한 안전을 국민행복의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방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철원소방서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그리고 행복한 철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철원소방 발자취, 15년史 」편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ㆍ자문해 주신 철원소방서 

직원, 의용소방대 여러분과 편찬위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철원소방서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철원소방서장



3축 사  ｜

축 사

존경하는 소방대원 여러분, 철원소방서 개서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5년간 철원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해 오신 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철원군이 안전 도시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철원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안전의식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질 높고 다양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 졌고, 또한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시민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그만큼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철원군 또한 재해예방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사건·사고의 최소화를 위해 소방서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원군을 만들기 위해 철원소방서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방대원 여러분께서 안전도시 철원의 주역으로서 다 함께 열정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철원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소방대원 여러분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소방서와의 협력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철원소방서 개서 15주년을 축하드리며, 소방대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현 종철원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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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철원소방서 개서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를 맞이하여 

철원 소방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 소방의 비전 제시를 위한 백서 

편찬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남흥우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분들과 의용소방대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국가직 전환으로 외형적 변화와 동시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소방의 위상이 재정립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소방가족 여러분! 강원소방은 강원의 안전을 넘어 나라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었던 도내 대형 산불과 태풍,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에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효율적으로 대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막힘없이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원소방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헌혈운동 동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운동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일에 앞장서고 계시며, 주민들의 큰 성원을 얻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은 신체적 안전은 물론, 정신적 안전으로까지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주민들께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갖는 기대 또한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범위와 중요성도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 백서가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라며, 우리 강원도민들이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과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철원소방서 개서 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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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여러분~ 철원군의회 의장 문경훈입니다. 

아름다운 한탄강이 철원평야를 적시고, 밥맛 좋은 ‘철원 오대쌀’의 

황금물결이 넘실대는 철원군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철원소방에 철원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철원소방서 개서 15주년을 맞아 역사를 담은 『철원소방 15년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철원군은 위민, 소통, 배려의 기조를 가지고 

군민과 공직자가 살기 좋은 도시 철원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믿음 주는 군정」, 「희망 주는 경영」, 「하나 되는 주민」의 군정가치 실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소방가족 

여러분은 위의 비전 실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지난 15년의 역사와 24시간 365일 군민들 곁을 

지키는 안전지킴이입니다. 

언제나 철원소방이 군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에 믿고 안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안전을 감동이 있는 소방서비스로 실현해 주시기 바라며, 철원소방이 늘 도내 1등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최고의 관서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15년간의 철원소방의 역사는 이후로도 헌신과 감동으로 이어지고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회도 더불어 행복한 철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철원소방서 개서 15주년을 축하드리며 철원소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 경 훈철원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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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 연표

1426년
금화도감

설치

1945년
자치소방 체제

(미군정기)

1958년
소방법 제정

1978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정

1995년
성수대교

붕괴

1999년
씨랜드 화재

2004년
소방방재청

출범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17년
소방청 출범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910년
일제강점기

소방

1948년
내무부 치안국

산하의 소방

1975년
내무부 민방위본부

산하의 소방

1992년
광역소방체제

(시ㆍ도 소속)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1년
홍제동

주택화재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14년
국민안전처

체제

2019년
고성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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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
연표

1940년대
철원

의용소방대

1994년
근남출장소

설치

2003년
김화파출소

신설

2005년
구조대

신설

2013년
군탄센터

시범운영

2016년
군탄지역대 →

갈말센터 승격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993년
갈말파출소

신설

1995년
동송파출소

신설

2005년
철원소방서

개서

2009년
현장지휘대

신설

2014년
전국 최초

생활기동대 발대

2018년
태봉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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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방수포 훈련70년대 대민지원

70년대 소방훈련60년대 물탱크차

60년대 어린이소방대원 불조심 홍보활동 50년대 소방대원 졸업식

완용펌프 보관소(철원소방조기구치장)일제 강점기 철원 의용소방대 소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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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펌프차80년대 구급차

80년대 합동소방 훈련80년대 소방PT 훈련

80년대 물탱크차70년대 공공기관 훈련

70년대 직원 태권도 수련70년대 물탱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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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무식2012년 설맞이 환경정화

2000년대 불조심 강조의 달 캠페인2000년대 방재훈련 실시

90년대 의용소방대 특별교육90년대 갈말의용소방대 선서식

90년대 기능숙달 훈련90년대 소방차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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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2013년 소방본부장 초도 순시 

2013년 겨울방학 소방안전교실2013년 동계수난구조 훈련

2013 한탄강 트래킹 코스 사전답사2012년 개인 탈출장비 시범

2012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2012년 의용소방대장 이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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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방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2016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2016년 미래의 소방관 직업체험 행사2016년 119소년단 안전체험 캠프

2016년 김화 다슬기 축제장 체험부스 운영2016년 구급대원 특별교육

2016년 아카데미 철원소방서 운영2016년 속도방수 분야 도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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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긴급구조 종합훈련2017년 전통시장 살리기

2017년 의용소방대 대화의 시간2017년 소방동요 경연대회

2017년 119소년단 입단식2017 상반기 체육행사

2017년 고석정 어린이날 체험 부스2017년 식목일 식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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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철원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2018년 소방차량 안전기원제

2018년 지구촌 사랑 나눔 캠페인2018년 철원소방서 · 6사단 업무 협약식

2018년 삼일절 건강달리기2018년 긴급구조 도상훈련

2018년 화재안전의 날 캠페인2018년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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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남흥우 서장님 취임 업무보고하반기 인사발령자 신고식

제9대 이석철 서장님 이임식2018년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강원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석2018년 현충일 기념행사 참석

2018년 긴급구조 종합훈련2018년 상반기 인사발령자 신고식



17사진으로 보는 철원소방서  ｜

제6회 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 참가하반기 직장교육 실시

추석맞이 와수시장 소방안전 캠페인문혜의용소방대 사무실 이전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 업무협약 체결다슬기 축제장 화재안전 홍보

수변안전조치 및 긴급 구조함 점검서장님 초도 순시



사진으로 보는 철원소방서

18 ｜  사진으로 보는 철원소방서

종무식강원소방본부장님 현장방문

하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가족과 함께하는 119안전체험 한마당

갈말농공단지 안전점검 및 그래미 공장 방문제56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

화재안전 특별조사 현지 방문소방차량 길 터주기 홍보캠페인



화재
구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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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화재 · 구급 · 구조

화재 · 구급 · 구조

내대리 주택화재(2018.1.13.)

신철원리 들불 화재(2019.2.13.)

육단리 창고 화재(2018.10.21.)

장흥리 컨테이너 화재(2019.1.24.)

김화농공단지화재(2013.3.29.)

장흥리 차량화재(2019.3.24.)

산악구조(2019.1.17.)



21화재 · 구급 · 구조  ｜

토성리 주택화재(2018.11.18.)

벌집제거(2019.5.10.)

차량 전복사고 구조 활동(2017.10.11.)

오지리 폐자재 화재(2019.7.28.)동송구급 CPR 실시(2019.12.06.)

화지리 창고화재(2018.2.7.)



22 ｜  화재 · 구급 · 구조

화재 · 구급 · 구조

신철원 아파트 건설현장 크레인 전복(2019.1.12.)

산악구조(2017.2.13.)

차량 단독사고 구조 활동(2018.4.21.)

백마고지역 열차 화재(2013.1.8.) 화지리 컨테이너 화재(2013.1.27.)

사곡리 창고 화재(2017.1.15.)



23화재 · 구급 · 구조  ｜

버스 화재(2017.12.1.) 군부대 유류화재(2013.11.04)

탈락 간판 안전조치

매몰자 구조 차량 전복사고

중장비 전복사고



24 ｜  화재 · 구급 · 구조

화재 · 구급 · 구조

철원읍 화지리 주택화재(2015.03.09)

근남면 육단리 주택화재(2015.01.20)

청양리 주택화재(2010.5.12)

갈말읍 문혜리 산악구조(2015.05.23)

동송읍 상노리 교통사고(2015.05.17)

상노리 화재(2017.1.22.)

동송읍 장흥리 차대차사고(2015.12.17)



철원소방의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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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철원소방의 365일...

철원소방의 365일...

2019년 1월 2일  업무시작 전 충렬탑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2019년 1월 2일  시무식

새해 업무시작...

시무식 그리고 업무보고로

2019년 한 해를

활기차게 시작했다.



27철원소방의 365일...  ｜

3월 8일  직장교육

청렴 및 음주운전 근절교육과

직원들 상호간 대화의 시간 운영하였다.

서로 마주볼 수 있는 편한 분위기를 유도한

자리 배치를 통하여 자유롭고 소신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28 ｜  철원소방의 365일...

철원소방의 365일...

3월 26일  여성 소방공무원 대화의 시간

티타임과 시중 음식점에서 중식을 하며 근무 중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하고

양성평등 및 조직에서의 여성 소방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4월 24일  철원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철원군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및

친목 도모를 위하여 철원군 공설운동장에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평소 재난예방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화합과 단결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29철원소방의 365일...  ｜

4월 4일  고성 산불 지원

4월 4일 오후 7시 경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대형 산불,

소방청에서는 산불 진화를

최고수준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고,

전국에서 소방차 872대와 헬기 51대가 투입됐다.

특히 이번 화재는 강풍이 심해

속초까지 빠른 속도로 번졌다. 

하지만 정부 주요부처 소방의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을 진화하였다.



30 ｜  철원소방의 365일...

철원소방의 365일...

5월  산악 위치 표지판 일제 점검

산악위치표지판은 등산객이 산행 중 사고를 당해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할 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악위치표지판에 표기된 번호를 알려주면 사고지점을 확인해

119구조대·구급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표지판이다.

5월  직장체육행사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직장체육행사를 실시하였다.

명성산 등산로를 따라 정상 갈대밭까지...

모처럼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모두 즐거운 얼굴로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31철원소방의 365일...  ｜

6월 4일  119소년단 발대식

소방자원을 활용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소방안전문화 조기정착 기여하고자 119소년단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을 중시하며 지역사회를 선도할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 목표로 한다.

7월 11일  철원소방서 철원병원 업무협약식

철원소방서와 철원병원은 효율적인 응급환자 대응 및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7월  가뭄 관내 농가 급수지원

누적 강수량의 부족과 마른장마로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어 농경지 피해가

증가하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가용 소방력을 최대한 활용한

긴급 급수지원을 실시하였다. 



32 ｜  철원소방의 365일...

철원소방의 365일...

8월 26일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누기

추석을 앞두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전달하였다. 철원소방서 직원들이 모금한 119사랑나눔회비로

관내 6가구에 생활용품 및 현금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11월 9일  소방의 날

이번 소방의 날 행사는 소방과 국민이 함께 일궈낸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강원산불을 계기로 “함께 하나 되는 소방”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국가직 전환으로

하나 되는 소방의 국민안전 수호 의지를 다짐하는 기념식이 되었다.



33철원소방의 365일...  ｜

12월  제주문화탐방

2019년 한해 각 부서별 타의 모범이 되는 열심히 일한 직원을 선발하여

제주도 지역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직원들의 사기를 충족시키고 직원 상호간 업무 유대관계 및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제주도 일원을 2박3일간 관광하고 한라산 등반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34 ｜  철원소방의 365일...

철원소방의 365일...

한해의 마무리 종무식......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마감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0년 경자년의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고자 종무식 행사를 시행하였다.

직원들 상호간 새해덕담을 나누며 한 해 동안

힘들고 보람됐던 일들을 추억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수상내역 및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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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수상내역 및 고문서

수상내역 및 고문서

철원군 족구대회
우승

철원군수배
풋살대회 우승

119어울한마당
준우승

119체육대회
팔씨름 우승

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부문 3위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 3위

철원 풋살대회
우승

119소방동요대회
금상

직장인 야구대회
협동상

직장인 야구대회
미기상

태봉리그(야구)
준우승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3위



37수상내역 및 고문서  ｜

긴급구조종합훈련
최우수

6보병사단
감사패

도상훈련 경연대회
장려상

철원군 족구대회
우승

철원군 풋살대회
준우승

철원 교육지원청
감사패

철원군 족구대회
준우승

철원군 족구대회
준우승

직장인 야구대회
협동상

직장인 족구대회
우승

119체육대회
종합준우승

소방분부장기(야구)
준우승



38 ｜  수상내역 및 고문서

수상내역 및 고문서

화재발생 보고서(1996년)

화재현장 상황조사서(1996년)



39수상내역 및 고문서  ｜

완공검사 필증 발부대장(1983년)

건축허가동의(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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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철원소방서 소개

  철원군은 백두 간의 금강산부터 경기도 쪽으로 뻗어 내린 주산맥을 등받이처럼 동쪽에 고, 

서울에서 원산에 이르는 가령열곡을 기준으로 서쪽을 바라보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동쪽으로는 화천, 양구, 서쪽으로는 경기도 연천, 남쪽으로는 경기도 포천과 접한 지역으로 휴전선 

155마일 중 28%인 43.6마일을 포함하고 있다.

  철원군 지역 특성상 많은 군부 가 입지하고 있어 군장병과 면회객을 상으로 서비스업이 발달

하였고 주요 관광지로는 직탕폭포, 삼부연폭포, 고석정, 순담계곡 같은 명승지가 많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철원군은 여러 번의 화산활동으로 거 한 용암지 가 형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넓은 평야가 발달했으며, 용암 지 위를 흐르는 한탄강은 활발한 하각작용으로 주변에 다양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조류의 번식과 휴식 그리고 월동장소로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희귀조류 및 천연기념물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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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철원소방서 개서 이전

  철원소방서는 1992년 7월 1일 춘천소방서 갈말파출소, 1995년 1월 1일 춘천소방서 동송파출소, 
2003년 11월 8일 춘천소방서 김화파출소 등 3개의 파출소로 신설되었고 2004년 12월 31일 
청사를 신축하여 개서하 다. 그동안 4개의 119안전센터(파출소)와 1개의 119구조 를 설치하

고 연혁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내용

1992.07.01. 갈말파출소 설치

1995.02.24. 동송파출소 설치

2003.11.08. 김화파출소 설치

2004.12.31. 철원소방서 및 119구조대 신설

2016.08.05. 군탄119안전센터 신설

2016.12.30. 명칭 변경(군탄119안전센터 → 갈말119안전센터)

 제1절 소방환경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는 조선시  병조에 속해 화재를 방비하던 금화도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갑오개혁 이후 경찰기구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 고, 광복 후 미군정 시 에 소방청을 
비롯한 자치 소방 기구를 두었다가,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는 소방행정이 다시 경찰행정체제 
속에 흡수되어 각 도의 소방 청은 지방경찰국에 각각 인계되었다.
 그해 11월 4일 내무부 직제는 소방업무를 치안국 소방과 에서 분장하도록 확정된다. 이와 같이 
소방행정이 경찰행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인원·예산의 확보 등 여러 면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협조가 불가하여 1970년 8월 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하게 된다. 그러나 서울·부산에서만 실시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가, 1975년 
민방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소방행정은 민방위 업무 체제의 한 분야로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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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현황(1955년)
(단위 : 명)

구분 소방서
공무

의용소방대원
계 소방관 소방경찰관

강원도 1(춘천) 39 20 19 6,689

서울특별시 4 308 168 140 1,516

경기도 2 70 46 24 8,640

충청북도 1 30 20 10 3,834

충청남도 1 42 24 18 14,578

전라북도 4 104 68 36 9,908

전라남도 4 314 121 193 9,908

경상북도 3 58 48 10 4,933

경상남도 4 76 54 22 6,371

제주도 12 12 890

※ 출처 : 강원소방본부, 2007, ｢강원소방사｣

 강원도의 주요 시ㆍ군별 인구 변화(1970년~2016년)
(단위 : 천명 / %)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증감율

원주시 200 198 225 270 290 317 336 347 71

춘천시 210 211 218 252 256 272 281 280 33

강릉시 230 203 229 234 226 220 216 213 -7

동해시 104 89 104 100 95 94 90 -13

태백시 90 57 53 51 47 44 -51

속초시 73 66 74 90 88 85 82 81 10

삼척시 277 251 110 82 73 72 71 67 -75

홍천군 124 101 78 75 71 70 71 69 -44

횡성군 94 71 48 46 44 44 46 46 -51

영월군 124 95 65 48 42 40 40 39 -68

평창군 97 79 53 47 45 43 43 42 -87

정선군 113 134 88 51 44 41 39 37 -67

철원군 60 64 53 53 49 49 49 45 -25

화천군 51 39 29 25 24 24 27 24 -52

양구군 39 34 28 23 22 22 24 23 -41

인제군 62 48 37 34 33 32 33 31 -50

고성군 64 49 41 35 32 30 30 27 -57

양양군 47 42 36 30 29 28 27 27 -59

※ 출처 : 강원소방본부, 2007, ｢강원소방사｣
※ 1970년~1990년 인구는 원주시와 원성군 인구의 합계임. 1995년 원주시로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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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소방장비

  최초의 소방장비는 완용펌프다. 1907년 1월 우리나라 소방 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왕궁소방
에 순종 2년(1908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가축 또는 인력 등을 
이용해 펌프를 화재 현장으로 이동시킨 후 양쪽의 펌프에 위아래로 힘을 가해야 했다. 또한 펌
프에 수관을 연결해 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동이로 직접 물을 퍼담아야 했다. 따라서 완용
펌프를 사용하는데 작동 인원, 호스 조정 인원, 물 운반인원 등을 모두 포함해 6~9명의 소방인
력이 필요했다. 화재 현장으로 출동할 때는 차체에 매단 종을 치고 달리면서 화재 발생 사실과 
인근 주민이 피할 것을 알렸다.
  1910년  초반 경성의 궁중 소방 를 중심으로 한 상비소방 에서는 증기펌프, 가솔린 펌프, 
자동차 펌프 등이 도입되면서 완용펌프의 사용이 감소했다. 이 중 주력 펌프는 가솔린 펌프로 
완용 펌프는 자연스럽게 보조기구 또는 학교, 관공서 등의 비상용 기구로 사용되었다. 완용펌프 
중 한 는 철원소방서 본서에 전시중이다.

완용펌프 사진(철원소방서 본관에 전시 중) 철원소방조에서 직접 사용하던 완용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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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춘천소방서 갈말파출소 신설

  1992년 7월 1일 춘천소방서는 강원도규칙 제2061호에 의거 갈말파출소를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932-4번지에 신설 개소하 다. 이어서 「강원도규칙」 제2117호에 의거 기존인원 1명에 14명의 
관서 인력을 증원 최종 15명을 갈말파출소 정원으로 승인하 다. 갈말파출소는 철원군 갈말읍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삼았다.

 갈말파출소 개소 인원 현황

계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5명 1명 2명 7명(기존 1명 포함) 5명

  또한, 1993년 3월 25일 강원도규칙 제2117호에 의거 갈말파출소에 구급차 조작원 소방교, 
소방사 각 1명씩 2명의 정원이 보충되어 총 인원 17명으로 갈말읍 일원에 소방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었다.

갈말파출소 당시 전경(1993년) 갈말파출소 준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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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동송파출소 신설

  1995년 2월 24일 춘천소방서 동송파출소가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54-3번지에 신설되었다. 
동송파출소는 기존인력 3명에 1995년 1월 28일 관서인력 6명이 증원되어 총 9명의 정원으로 

형펌프차 2 를 가지고 1995년 2월 24일 개소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 때 동송파출소는 
철원군 동송읍과 철원읍 일원을 관할하 다.

동송119안전센터 전경(2020년)

 제5절 김화파출소 신설

  2000년  들어 철원지역의 소방 수요는 년 평균 35%에서 60%까지 상승하 다. 특히 서면 
지역의 소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기존의 소방 인원으로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
하기 힘들게 되었다. 또한 철원군은 도내 접경지역 전체면적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으로 남북한 경제협력 등 접촉과 교류가 본격화될 경우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는 전망을 지닌 
곳이었다.
  또한 철원군의 지역개발로 인해 소방활동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수해 피해를 
겪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방력의 보강이 절실했다. 이에 철원군의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제공과 건축비 부담 조건으로 이미 배치된 소방력을 활용한 소방관서 설치를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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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초 철원군 일반현황

구분 계 김화읍 서면 근남면 비고

면적(k㎡) 291.67 88.12 74.24 129.31

파출소 설치기준

 면적 : 20k㎡

 인구 : 1만 명

세대수 4,670 1,278 2,449 943

인구(명) 13,732 3,857 7,205 2,670

소방대상물 461 86 296 79

※ 김화읍 : 1개읍 13개리, 서면 : 13개리, 근남면 : 10개리
※ 서면 와수리 : 면적 17.6km2, 세 수 1,610, 인구 4,880명

  이 때 주로 고려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적 여건과 지역 간의 소방서비스의 공평성 여부

급증 추세에 있는 소방 수요의 적극적･능동적 대처

미래의 소방 여건을 참작한 지리적 요충지에 소방관서 신설

최소한의 소방력으로 최대의 소방효과를 낼 수 있는 위치

  이 같은 요소를 고려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총 4개 지역이 김화파출소의 부지 후보에 오르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서면 와수리 학포교 제방부근 매립지를 김화파출소 부지로 결정하게 되었다.

 김화파출소 신축 부지 선정과정 후보들

토지소재지 지번 지적 지목 비고

서면 와수리 1135-6
1,780㎡

(538평)
답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서면 와수리 2381
3,583㎡

(1084평)
답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20%

서면 와수리 561-1
3,172㎡

(959평)
전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20%

김화읍 학사리
214-3

215-3

3,385㎡(1,024평)

369㎡(112평)
답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 음 부분은 1차 선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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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기안에서 1차 선정된 서면 와수리 학표교 제방부근 매립지는 철원군민체육생활시설
부지로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철원군 내에서 다른 곳을 물색하던 중, 최종 서면 와수 
6리 598-2, 3군을 부지로 확정하 다.
  이 같은 곳에 김화파출소가 개소됨으로써 군 지역의 소방력이 보강되어 군민 모두 균등한 
소방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고, 소방 사각지 인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능동적으로 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군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김화파출소의 구조는 철근조 스라브가 2층 1동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면적은 155평, 부지면적은 
857평이고, 2003년 12월 8일 춘천소방서 김화파출소가 완공되었다.

김화119안전센터 전경(2020년)

 하부조직 변화 및 명칭 변경

일자 근거 내용

2006.09.29.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586호

파출소는 119안전센터로 

출장소는 119지역대로 명칭 변경

2008.08.08.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강원도규칙 제2793호

예방과는 예방안전과로 

방호구조과는 현장대응과로 명칭 변경

2009.09.01.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강원도규칙 제2822호
현장대응과는 현장지휘대로 명칭 변경

2012.07.20.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강원도규칙 제2901호

2과 1대 8담당을 4과 9담당으로 개편

화재조사업무는 방호구조과로 직할안전센터와 

구조대를 합쳐 현장대응과로 개편

2014.05.09.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강원도규칙 제2959호

119안전센터장 직급 상향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 조정)

2015.04.10.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강원도규칙 제2991호
현장대응과에서 119구조대 분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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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개서 이전 사진들

97년 을지연습 전통사찰 소방훈련

96년 방제훈련 254차 민방위 훈련

산불화재 방어훈련 신임 소방관 자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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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고립 요구조자 구조 차량 단독사고 구조

독거가족 사랑 나눔 캠페인 수상구조 교육

주민 상 소화기 사용법 교육 명예 파출소장 청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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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파출소장과 갈말파출소 직원들 농촌 일손돕기 행사

철원군 의용소방  특별교육 95년 의용소방  특별교육

주택소방봉사  안전점검(서면의용소방 ) 김화의용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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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1회 철원군 의용소방  체육 회 갈말의용소방  현판식

갈말센터 관내 유치원생 견학 신철원 초등학교 방수 시범

34주년 소방의날 행사 36회 소방의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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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말파출소 근남출장소 갈말파출소 자등출장소

갈말파출소 김화출장소 갈말파출소 와수출장소

근남의용소방 갈말파출소 준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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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가기 : 소방장비의 변화

 1915~1940년 (일제침략 시기 완용펌프 및 화재진압)

 1940~1960년(미군정시대 및 6.25 사변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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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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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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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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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철원소방서 개서 이후

  철원소방서의 관할지역은 4읍, 7면으로 근북면, 근동면,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의 5개 면은 미수복 지역

으로 분류된다. 동북방으로 회양, 양구, 화천의 경계를 따라 남서방으로 뻗어있으며, 평강군 북방산을 수원

으로 한 한탄강과 서면 근남면으로부터의 화강(남 천)이 갈말읍 북방에서 합류하여 깊은 계곡을 이룬 한탄

강이 동송읍과 갈말읍의 경계를 관류하여 임진강에 유입된다. 체로 동북방은 1,000m내외의 고봉으로 연결

되어있고 중부와 서남방은 비교적 언덕과 평야를 이루어 농업에 적합하여 곡창지 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철원소방서가 개서하기 이전에는 춘천소방서 소속 파출소가 화재･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철원군의 

인구증가와 복지수준 향상에 따른 소방서비스 개선에 한 요구에 따라 2005년 1월 19일 철원소방서가 

개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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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일반현황

  철원소방서의 관할면적 및 세 ･인구･소방 상물, 조직, 인력, 장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반
적인 철원소방서의 모습을 보고, 후술할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계

예산장비계

방호구조과

소 방 서 장

방호사법계 예방민원계 구조구급계 현장지휘1계

현장지휘2계

현장지휘3계

구조대
태봉119
안전센터

동송119
안전센터

김화119
안전센터

갈말119
안전센터

자등119
지역대

현장대응과

     ※ 3과 1구조대 4센터 1지역대

 철원소방서 조직현황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 예산장비담당

방호구조과 방호사법담당, 예방민원담당, 구조구급담당

현장대응과 현장지휘 1·2·3 담당

119 안전센터 태봉, 동송, 갈말, 김화

119 구조대 철원 119구조대

119 지역대 자등



제2장 _ 철원소방서 개서 이후

철원소방서 http://fire.gwd.go.kr/cw119 _  67

 철원소방서 정원·현원 현황(2020. 1. 1)

(단위 : 명)

계급별 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정  원 171 1 3 13 14 29 61 50

현  원 159 1 3 13 25 41 36 40

과부족 -12 - - - 11 12 -25 -10

부서별 계
소방

행정과

방호

구조과

현장

지휘대
태봉 동송 김화 갈말 구조대

정  원 171 10 15 14 38 25 31 22 16

현  원 159 11 16 14 27 28 28 22 13

과부족 -12 1 1 - -11 3 -3 - -3

 관할 면적 및 세대･인구･소방대상물

구분 면적 세대수 인구수 소방대상물

철원군 889.46 21,778 48,699 3,173

자료 : 강원도, 2016 「강원통계정보」

 철원소방서 장비현황

(단위 : 대)

계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굴절차

고가차
구급차 구조차 구조정 배연차 기타차

36 6 4 - 2 5 1 -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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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조직개요

1. 소방행정과

  소방 활동 지원부서로 전반적인 행정운 , 예산, 장비,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한다.

소방행정계

(☎ 450-2210)

소방행정에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인사, 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소방교육훈련 및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장비계

(☎ 450-2220)

소방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관서, 소방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 물품관리, 출납 등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 보안 및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

2. 방호구조과

  주요행사 안전 책, 의용소방  관리, 구조구급, 화재조사,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
하는 부서이다.

방호사법계

(☎ 450-2310)

주요행사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

특별경계근무, 소방훈련, 소방통로확보에 관한 사항

산불안전대책, 소방용수 등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예방민원계

(☎ 450-2320)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 체험장,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문화환경 조성, 화재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대형 화재취약대상 및 시민안전관리협의회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업, 위험물,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사항

소방특별조사 등 안전지도, 시정보완사항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대상관리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계

(☎ 450-2330)

긴급구조통제단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훈련, 테러훈련, 응원협정 등 협조에 관한 사항

재난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구급대원 장비,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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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대응과

  조직개편 전 직할119안전센터의 기능과 같으며 본서에 위치해 현장 응을 하는 부서이다.

현장지휘 

1,2,3계

(☎ 450-2501)

각종 재난 시 현장지휘 및 안전관리 총괄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현장안전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화재증거물 감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화재발생보고서 작성 및 통계관리분석

재난발생 시 관할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공조체계

재난유형별 관제진행, 지리(대상물) 정보파악 및 기록유지

4. 119구조대

  전문적인 구조인력과 장비로 산악, 수난, 생화학 등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구조대

(☎ 450-2491)

구조출동, 구조장비, 구조대에 관한 사항

구조관련 문서처리, 보고에 관한 사항

5.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거점지역에 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안전센터가 없는 읍·면 
지역에 지역 를 설치해 현장 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19안전센터

관할지역의 화재진압 등 출동에 관한 사항

관할지역 의용소방대, 소방용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청사, 장비에 관한 사항

관할 소방,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해임에 관한 사항

119지역대

관할지역 화재진압 등 출동에 관한 사항

관할 의용소방대, 소방용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청사, 장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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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안전센터에서는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출동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업무, 예방·홍보 활
동, 점검 등을 상시 수행하고 있다. 후에 각 지역 안전센터에 해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각 안전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데 철원소방서 안전센터 및 지역 는 다음과 같다.

1) 태봉119안전센터

위    치 갈말읍 태봉로 1504

설치일자 1992.07.01

건축일자 2004.12.28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부지면적 6,612㎡

연 면 적 3,118.06㎡

관할지역 갈말읍

2) 동송119안전센터

위    치 동송읍 금학로 251번길 17

설치일자 1995.01.01

건축일자 1995.01.27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부지면적 1,183㎡

연 면 적 579.32㎡

관할지역 동송읍, 철원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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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화119안전센터

위    치 서면 약수로 76

설치일자 2003.11.08

건축일자 2003.09.23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부지면적 2,684㎡

연 면 적 647.8㎡

관할지역 김화읍, 서면, 근남면

4) 갈말119안전센터

위    치 갈말읍 명성로 229

설치일자 2016.12.30

건축일자 2017.12.08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부지면적 1,595㎡

연 면 적 898.52㎡

관할지역 갈말읍

5) 자등119지역대

위    치 서면 자등로 615

설치일자 1981.08.25

건축일자 2005.11.08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부지면적 1,037㎡

연 면 적 203.06㎡

관할지역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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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가기 : 소방공무원 계급과 제복

1. 소방공무원의 계급

  소방공무원은 제복공무원으로 계급이 존재한다.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11등급의 계급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계급 비교 •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계급 직위 계급 직위

소방총감 중앙소방본부장 치안총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정감

소방조정관

서울본부장

경기본부장

치안정감

경찰청차장

서울·부산·경기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소방감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중앙소방학교장 부산·인천·충남·전남·

경북본부장

치안감

본청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

소방준감

중앙소방본부과장 서울·부산, 

경기본부과장 서울·경기소방학교장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기타 도 본부장

경무관

본청국장

지방경찰청장,

차장

소방정

중앙소방본부계장 지방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과장

도 과장, 소방서장

총경
경찰서장

본청과장

소방령
소방본부담당

소방서과장
경정

지방청과장

경찰서과장

소방경
소방서과·계장 119안전센터장 

구조구급대장
경감

경찰서과·계장

 지구대장

소방위
구조구급대장 119안전센터장 

안전센터부센터장, 팀장
경위

경찰서주임

지구대부대장

소방장

119안전센터 반장

경사

지구대 반장소방교 경장

소방사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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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 환산 기준표 •
      구분

계급

국가·

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정부관리

기업체
초·중·

고등학교 

교원

전문

대학교원

4년제 

교원

소방령 5급 소령 18~23호봉 13~18호봉 11~16호봉
과장

차장

소방경
6급

(3년 이상)
대위 14~17호봉 11~12호봉 9~10호봉

계장, 대리

(3년 이상)

소방위 6급

중위

소위

준위

11~13호봉 9~10호봉 7~8호봉 계장, 대리

소방장 7급 상사 9~10호봉 8호봉이하 6호봉이하
평사원

(3년 이상)

소방교 8급 중사 4~8호봉 평사원

소방사 9급
하사

(병)
3호봉이하 평사원

※ 비고

①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경쟁채용 등 한다.

② 교육공무원란 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③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채용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출처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경력경쟁채용 시 위 표에 의해 경력환산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나라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국

11

등급

소방

총감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직위
중앙소방

본부장

소방

조정관, 

서울·

경기

본부장

중앙

소방본부

국장,

소방

본부장

소방

본부장,

서울·경기

소방

학교장

본부과장,

소방서장,

지방소방

학교장

본부

담당,

소방서

과장

소방서

담당,

119

안전

센터장

,구조

구급

대장

119

안전

센터장

(구조

구급

대장)

비간부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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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Fire

Commissioner

Deputy Fire

Commissioner

Senior Fire

Marshal
Fire Marshal Fire Chief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Assistant Fire 

Chief
Fire Captain Fire Lieutenant Fire Sergeant

Senior Fire 

Fighter
Fire Fighter

 일 본

10등급
소방

총감

소방

사감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

사령장

소방

사령

소방

사령보

소방

사장

소방

부사장
소방사

직위

동경도

소방

총감

본청

부장

본청

부장,

방면

본부장

서장

본청과장

계장

출장

소장

주임

(내근과

출장소)

비간부

 미 국

10등급

Fire

Commi

ssioner

Deputy

Chief

Batt

ailon 

Chief

Fire

Captain
Fire Lieutenant

Fire Sergeant

(일부등급제)

Fire-man

(Fighter)

 영 국

10등급

Fire

Chief

Officer

Assistant

Chief

Officer

Division Officer

(Grade Ⅰ)

(Grade Ⅱ)

(Grade Ⅲ)

Assistant

Division

Officer

Station

Officer

Sub

Officer

Leading

Fire-man

Fire-

man

 대 만

5등급 경감 경정 경좌 경장 경사

직위
경찰서장

국·과장

소방서

과장
간부 비간부

 출처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통계자료(2015년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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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의 계급장이다. 2009년 5월 26일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이 개정되면서 계급장도 
약간의 변경이 있었다. 계급장을 무궁화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육각수’를 형상화하여 사용
하고 있다. 소방사 시보1)는 육각수 1개인데 생략했다.

• 소방공무원 계급 변화 •
2009. 5.25. 이전 ⇨ 2009. 5.26. 이후 현재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태극문양의 둘레에 소방위 계급장 

5개를 5각으로 연결

소방준감
태극모양의 둘레에 소방위 계급장

5개를 5각으로 연결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태극모양의 둘레에 육각수 모양 6개를 

연결하여 정육각형의 형태

소방위
태극 모양의 둘레에 육각수 모양 6개를 

연결하여 정육각형의 형태

소방장

소방교

횃불모양 밑에 관창 및 양쪽으로

방수되는 형태

소방사
육각수모양 밑에 방수되는

관창 및 호스 형태

1) 소방사시보 : 정규 소방공무원 소방사로 임용되기 전 6개월의 근무기간동안 사무를 익힘. 이 기간에는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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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공무원 제복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1949년 9월 3일 통령령 제180호로, 「소방관 복제」가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되었다. 그 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경찰공무원법에서 분리됨에 따라 1978년 
7월 15일 통령령 제9093호로, 「소방공무원 복제」를 제정하고, 「소방관 복제」를 폐지하 다. 
현재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과거 소방제복 변천사 •
복장 변천사

작업복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근무복

1980년대 2000년대

정  복

197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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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변천사

예  복

1980년대 2000년대

구급복

1980년대 말 1990년대 2000년대

구조복

1990년대 2000년대

방화복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전후

소방조

복  장

일제 강점기 소방조 간부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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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변천사

마크

자료들

  

1990년대 

119구급대, 119구조대

2000년대 기동복 대원별 부착물

(코끼리, 비둘기, 진돗개, 돌고래, 독수리)

1980년대 모자 조선경방단 1940-60년 소방복

1) 현재의 소방제복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규정된 복제 중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복제를 소개해 보도록 한다. 
먼저 소방정(소방서장)에서 소방위 이하 소방정모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정모의 계급별 월계수 
표시는 평상시 쓰는 기동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방정(소방서장) 소방령(소방서 과장) 소방경(소방서 담당) 소방위이하

소방령(여자) 소방경 소방위 기동모(활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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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는 복제의 용도와 부착물을 알아보며, 소방공무원 제복을 이해해 
보자.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살펴보면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
근무복, 방한복 및 특수복으로 구분한다. 
  제복의 차림(모자에서부터 모든 부착물을 착용한 상태)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및 특수장 등
으로 구분한다.

• 제복의 착용 구분 •
구분 사용시기

정장

①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②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 또는 훈장·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③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④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근무장

① 평상시 내근(사무실 근무)을 할 때

② 소방특별조사 등 대민활동을 할 때

③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④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기동장

(기동복 또는 

활동복)

① 평상시 외근(현장활동 등)이나 대기근무(출동대기)를 할 때

②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③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행사에 참석 할 때

④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특수장

(훈련복, 비행복, 

우천활동복)

① 비행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 시

②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사복의 착용

① 소방사범 단속근무를 할 때

②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③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④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그 밖의 제복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복 외에 그 밖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출처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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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실제 가장 많이 국민들과 접하는 복장을 소개했다. 보통 실외에서는 모자와 복장을 
착용하는데, 근무장 같은 경우는 평상시 내근 근무자가 주로 착용하며, 「정모를 필요시 착용하며, 
점퍼 착용 시에 기동모를 착용한다.」라고 규정에 있으나, 실내·외에서 모자를 착용하지 않는다.

정복(정장 차림) 여정복(정장 차림) 근무복(근무장 차림)

활동복(기동장 차림) 기동복(기동장 차림) 특수방화복

임부근무복(근무장 차림) 점퍼(근무장 차림) 기동복조끼(기동장 차림)

방한복(기동장 차림) 우천활동복(특수장 차림) 훈련복(특수장 차림)

 출처 : ㈜경도기업, ㈜승엽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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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복 부착물

  다음으로는 제복에 붙이거나, 붙어있는 부착물에 해 알아보기로 한다.

제복 부착물

깃표장

* 소방위 계급장 좌우 

및 하부를 8개의 

무궁화 잎과 리본으로 

감싸고, 상부의 받침대 

위에 마주 앉은 

2마리의 해태를 

배치한 형태

가슴표장

* 중앙에 119도안을 한 

무궁화를 월계수로 

감싸고, 그 상단 

부분에 방수모를, 

하단부분에  “대한민국 

소방” 글자를 표시한 

리본형태

모자표장

* 육각수 바탕의 중앙에 

날개를 수평으로 펴고 

관창을 잡고 있는 

새매를 배치하며, 그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 중앙에 횃불 

모양을 배치한 형태

소방표장 약장

* 날개를 수평으로 편 

새매 형상의 중앙에 

119도안을 넣은 형태. 

119도안은 119배지 

형태와 같게 하되, 

하단 2줄은 생략한다.

지휘관표장

* 소방본부장 이상

  소방서장의 것 양쪽 

주위에 10개의 무궁화 

잎이 감싼 형태.     

각 도의 소방본부장의 

계급은 소방준감 

이상이며, 국가직이다.

지휘관표장

* 소방서장

  방수 또는 빛이 퍼져 

나가는 형상 안에 지름 

32mm 육각형의 방패 

모양을 넣고, 그 안에 

지름 15mm의 원과 

정중앙에 지름 

13mm의 소방위 

계급장을 배치한 형태

지휘관표장

* 119안전센터장･구조 

대장

  방패 모양 안에 지름 

소방위 계급장 주위를 

14개의 무궁화 잎이 

감싼 것으로, 소방위 

계급장 밑에서 방패 

윗부분까지 15개의 

사선을 그으며, 소방위 

계급장 윗부분에 횃불 

모양을 배치한 형태

소매표장

* 방수 또는 빛이 퍼져 

나가는 형상 안에 

육각수 모형을 넣고, 

정중앙에 있는 지름 

45mm원 안에 

“대한민국 소방”과 

119도안을 배치한 

형태이고, 활동복 왼쪽 

팔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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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마크

  지금까지 과거의 소방제복과 계급 등 국민들과 가장 접했지만, 잘 몰랐던 부분들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방계급장, 표장 등에 많이 쓰이는 횃불, 육각수 등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
기로 한다.

• 소방마크의 의미 •
마크 횃불 육각수 새매 무궁화 월계수 관창·호스 방수모

의미
희망

선도

정화

개선

총괄

경계

예방

용맹

충성 승리 소방의 힘 안전

 출처 : 소방청 홈페이지

  소방표지로 출입구 동판, 소방관서기, 모자 등에 사용하는 
좌측의 소방표지는 전통적으로 용맹을 상징하는 새매2)와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그 속에서 피어나듯 어둠을 밝히는 
횃불, 소방의 표적 장비인 관창을 나타낸다. 새매는 재난 
발생 시 매처럼 힘찬 비상으로 먼저 발견하고 재빠르고 
용맹스럽게 임무를 수행하며 횃불처럼 열정적으로 재난의 
예방, 방지에 선도적으로 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새매 : 보통 새를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 독수리로 생각하기 쉬운데 소방표지의 새는 새매로 천연기념물 
제323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몸길이 수컷 약 32cm, 암컷 약 39cm이다. 한국, 
일본, 시베리아 중부 및 동부 등지에 분포하며 한국은 전역에서 관찰되는 텃새이다. 

• 소방표지 새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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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업무 소개

  소방서의 근무를 크게 내근과 외근으로 분리해 조직도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소방행정과 현장대응과

방호구조과 구조대

119안전센터
지역대

철원소방서

내근부서 외근부서

  내근 직원의 부분은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각 사무분장표에 의한 업무를 수행
한다.
  내근부서라고 해서 사무실 근무만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조사업무, 각종 행사, 비상소집, 
순찰, 형사고 발생 시 출동해 현장 활동 등 소방관으로서의 현장업무도 병행한다.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내근 업무만을 보는 소방관을 따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근･외근 보직변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무를 한다. 또한 외근 직원들도 현장업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이 없을 때에는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상당수 처리하고 있다.

내근 VS 외근 = NO

내근 + 외근 =
우리는

 “소방관”



철원소방 발자취 15년사

84 _ Cheorwon Fire Station

 제1절  내근부서 소개

소방행정과

1) 개요

  소방행정과는 철원소방서의 인사·예산·교육·장비·통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아래 조직도와 같이 
부서장인 소방행정과장과 소방행정, 예산장비 담당 2명, 각 업무별 담당자 7명이 있다.

  - 소방행정과 조직도

소방행정과장
이 종 일

소방행정담당
현 종 찬

예산장비담당
이 상 철

행  정
박성우

교  육
최현진

서  무
임경수

용  도
박덕희

차  량
박종환

회  계
고주희

정보통신
길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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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원현황

계(명)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0 1 2 2 1 2 2

비고 : T/F 팀으로 소방위 1명 근무지정

2) 소방행정계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계는 철원소방서 2층에 있으며, 조직·복무·인사 관리, 업무기획(업무보고, 
추진), 행사계획(시무식, 각종 행사와 의전, 종무식) 등을 담당한다.

  - 소방행정계 조직도

인사행정
박 성 우

서무
임 경 수

소방행정담당 현 종 찬

교육
최 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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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개요

직위 성명 분장사무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이 종 일
 • 소방행정과 운영 사무총괄 지도 감독

행정담당
소방경

현 종 찬

 • 소방행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소방행정정보 공개·관리

 • 문서통제 및 관인관수, 행정계 업무 총괄 지도

 • 소방행정제도의 연구발전 및 각종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인사행정

담당자

소방위

박 성 우

 • 소방공무원 인사·평정 및 시스템 관리, 징계·감찰

 • 소방행정제도 연구발전, 업무보고, 소방력 조사, 통계·기준 책정

 • 일반보안에 관한 사항, 청렴마일리지 적립 및 추진

교육

담당자

소방장

최 현 진

 •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직원 상훈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조직·소방연혁 관리 

 • 직장훈련평가(내근) 및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의식행사 의전·회의에 관한 사항

서무

담당자

소방사

임 경 수

 • 관인 · 문서 보존관리 및 서무업무

 • 당직명령 및 근무상황, 직원보건 및 후생, 자치회 운영

 • 원천 공제 외 공제금, 연금,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 그 밖의 서내 다른 과·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사무분장표를 통해 담당자별 업무를 전체적으로 요약해 살펴봤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업무의 
내용과 실적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설명할 각 내근부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계는 소방행정담당(소방경)과 업무별 담당자 3명이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방행정담당은 소방행정계의 업무를 총괄 지도한다. 담당은 직접 업무를 수립하여 추진하기도 
하지만, 각 담당자의 업무를 지도·조율하여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관리자이다. 그
러므로 담당은 전체적인 업무흐름을 이해하여야 하고, 담당자의 업무가 바르게 시행되도록 지시·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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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부업무 소개와 자료

 ① 행정(인사행정)

행정담당자

① 소방공무원 인사 평정 및 시스템 관리

② 징계･감찰에 관한 사항

③ 소방행정제도의 연구발전 및 각종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④ 소방력 조사, 통계 기준 책정

⑤ 일반보안에 관한 사항

⑥ 청렴마일리지 적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담당자는 보통 인사주임, 행정주임이라고 하고,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주간·월간 및 
현안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거나 취합하여 지휘부의 업무처리를 보조한다. 철원소방서의 전입자, 
전출자, 휴직, 출산휴가 등 현황을 관리하고 인사 평정 및 시스템의 현황을 입력 관리한다. 그리고 
현재 소방력인 정·현원 현황을 조사하고 인원통계 등의 자료를 다룬다. 또한, 복무관리로 내부 
감찰활동을 소방행정담당과 실시해 수범사례는 상훈추천과 사례전파하고 잘못된 사항은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진행한다. 내부 감찰활동 등에 의한 문책결과와 철원소방서 정·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소방공무원 문책 현황(최근 3년)
구분 총건수 중징계(징계내용) 경징계(징계내용)

2019 3 2(강등1, 정직1) 1(불문경고1)

2018 3 - 3(견책2, 불문경고1)

2017 2 - 2(견책2)

  - 정원·현원 현황(2020.1.1. 기준)

계급 계(명)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정원 171 1 3 13 14 29 61 50

현원 159 1 3 13 25 41 36 40

정원대비 현원 -12 - - - 11 12 -25 -10

별도정원(휴직 등) 1 - - - - 1 - -

  이와 같이 인사행정 담당자는 정원·현원 현황을 관리하고, 전입자와 전출자 신고, 공무원 인생
기록표와 같은 인사기록카드를 관리한다. 인사기록카드에는 공무원 근무 기간 중 부서이동,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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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징계, 자격증, 가족 현황 등의 자료를 관리한다. 과거 인사기록카드를 수기로 작성할 때는 
자신의 인사기록카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소방공무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소방
공무원 시도소방통합포털시스템이 있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교육

교육담당자

①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② 직원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③ 관할구역･조직･소방연혁 관리

④ 직장훈련평가(내근) 및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⑤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⑥ 의식행사 의전·회의에 관한 사항

  
  교육담당자는 소방관의 교육 즉, 직원을 상으로 한 내부교육을 관리한다. 소방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집합·사이버 교육 상자를 선발하여 관리한다. 최근 3년(2019 ~ 2017년)간 교육실
적은 다음과 같다.

  - 소방공무원 집합교육운  실적현황
구분 총계 중앙소방학교 강원도소방학교 기타 교육기관

2019
회(과정) 77 7 44 26

명 77 7 44 26

2018
회(과정) 45 8 28 9

명 45 8 28 9

2017
회(과정) 60 5 51 4

명 60 5 51 4

  집합교육과정은 위의 중앙, 강원도 소방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시설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사이버교육은 각 기관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해 상 강의를 받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능력 외의 청렴교육, 자기계발을 위한 외국어향상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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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내근의 직장훈련평가(연 2회), 체력검정 관리(연 1회),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 

 ③ 서무

서무담당자

① 관인 관수3)·문서 보존관리 및 서무업무

② 당직명령 및 근무상황에 관한 사항

③ 직원 상훈에 관한 사항

④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원천 공제 외 공제금, 연금에 관한 사항

⑥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의 서내 다른 과·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서무는 부서의 일반적 사무를 담당하는데, 소방행정계 서무는 특히 행정계 사무뿐만 아니라 
철원소방서의 전체적인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소방공무원 등 개인, 기관 상훈관리도 실시하는데, 다음은 최근 3년간 도지사이상의 표창 수상
자들이다.

  - 소방공무원 등 표창수상 현황
포상년월일 소속 직급 성명 훈격 포상사유

2017-11-09 소방행정과 소방교 김윤철 도지사 제55주년 소방의 날 유공

2017-12-28 소방행정과 소방교 임형주 도지사 청사 신ㆍ증축 유공

2017-12-29 방호구조과 소방위 황병기 도지사 긴급구조훈련업무 유공

2017-12-31 동송119안전센터 소방장 정해민 도지사 2017년 연말 도지사 표창

2018-06-08 태봉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자혁 도지사 제31회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2018-11-09 김화119안전센터 소방장 박성혁 도지사 제56주년 소방의 날 유공

2018-11-09 갈말119안전센터 소방교 홍세원 도지사 제56주년 소방의 날 유공

2018-11-09 태봉119안전센터 소방장 박기창 도지사 제56주년 소방의 날 유공

2018-12-28 현장대응과 소방위 경태현 도지사 2018년 우수공무원

2018-12-31 소방행정과 소방경 현종찬 국무총리 2018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2019-12-31 소방행정과 소방경 이상철 행안부장관 제57주년 소방의 날 유공

3) 관수 : 보관하여 관리한다란 뜻이며, 관인 같은 경우 기관장의 도장(철원소방서장 인)으로 각종 외문서에 
관인도장이 찍히므로 관인을 보관하여 함부로 찍히지 않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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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서 본 것 같이 소방공무원 개인의 포상은 소방의 날, 연말 정기포상과 각종 업무유공 포상, 
퇴직공무원 정부포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모든 상이 특별하지만, 도지사 이상의 상은 받기가 
쉽지 않고, 업무유공을 특별히 인정받는 것이기에 근무평정이나 징계양정에도 반 을 하고 있다.  
  표창수상 등 현황표에서도 도지사 이상의 상훈은 그 숫자(한해 10개 내외 수상)에서 보듯이 
수상받기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포상은 주로 퇴직공무원을 상으로 하는데, 25년 
이상 재직하고 공사생활에 흠결 없이(기소, 징계 등이 없어야 함) 퇴직하는 공무원이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공기간 및 훈격결정 기준 】

  훈 장 :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자 중 계급에 따라 훈장 수여

구분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소방공무원 -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이하

 포 장 :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퇴직공무원

 대통령표창 : 재직기간이 28년 이상 30년 미만인 퇴직공무원

 국무총리표창 : 재직기간이 25년 이상 28년 미만인 퇴직공무원

  소방서에서는 홍조근정훈장까지 받을 수 있다. 명예퇴직 시 한 계급 위로 퇴직이 되기 때문에 
소방서장(소방정)이 명예퇴직 시 소방준감이 돼 33년 이상 근무 시 홍조근정훈장을 받을 수 있다.
  철원소방서의 자치회는 『서우회, 체육회, 사랑나눔회』 가 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서우회는 
직원 경조사계, 체육회는 직원 체육행사계, 사랑나눔회는 사회봉사활동계로 볼 수 있다.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특유의 상부상조 계를 직장에서 운 하는 자치회이다. 목적과 활동내용을 
살펴보자.

【 서우회 목적과 활동 】

❚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협동을 바탕으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조성 및 이용을 위해서 

정신을 함양시킴은 물론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활동

축의금, 조의금, 퇴직·전출 전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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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회 목적과 활동 】

❚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단련으로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자세를 

고취시킨다.

❚ 활동

서 주관 체육행사, 서 대표 체육대회 참가자 운영비·참가비 지원

 체육회는 직원 화합과 체력단련을 위한 상·하반기 
직장체육행사 운 비용과 철원소방서를 표하여 
공적인 체육 회에 참가하는 선수의 참가비를 지원
한다. 그러므로 회 참가 직원들에게 동기부여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
          

【 사랑나눔회 목적과 활동 】

❚ 목적

본회는 결식아동 돕기 등 불우계층 및 직원(자녀)돕기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 및 직원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베풀고 힘과 용기를 심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활동

결식아동 돕기, 불우이웃돕기, 어려운 환경의 직원 돕기, 화재피해 주택 돕기, 자원봉사활동 등

 
 사랑나눔회는 전 직원들이 회비를 모아 필요물품을 구입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자치회이다.
  크게 설, 추석에 자매결연 마을,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불우이웃돕기 등을 
꾸준히 실시한다.

2019 하반기 체육 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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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철원소방서 직원들은 업무 외에도 이런 자치회를 통해 사회 환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도별 사랑나눔회 활동을 소개한다. 한시적으로 하는 활동보다는 주기적
으로 매해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사랑나눔회 연도별 활동

2019년 

시기 활동

추석
• 영세가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

• 불우이웃돕기(관내 6가구)

2018년 

시기 활동

기타

• 겨울철 119사랑나눔회 어려운 이웃돕기(관내 어려운 이웃 8가구)

• 2018년 119사랑나눔회 어려운 이웃돕기(관내 5가구)

• 철원MBC 사랑의 쌀 나누기 쌀 지원 및 봉사활동

2017년 

시기 활동

기타

• 겨울철 119사랑나눔회 어려운 이웃돕기(관내 어려운 이웃 8가구)

• 2017년 119사랑나눔회 어려운 이웃돕기(관내 5가구)

• 철원MBC 사랑의 쌀 나누기 쌀 지원 및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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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장비계

  예산장비계는 소방행정계와 같은 사무실에 있으며, 업무는 계약, 예산집행, 차량관리, 정보
통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예산장비담당과 4명의 담당자가 있다.

  - 예산장비계 조직도

예산장비담당  이 상 철

용도
박 덕 희

회계
고 주 희

차량
박 종 환

정보통신
길 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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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개요 
직위 성명 분장사무

예산장비

담당

소방경

이 상 철

 • 국·공유 재산,시설 및 소방청사 방화관리, 방호대책 

 • 청사관리, 소방복제 관리 계획, 소방장비 개발, 예산장비업무 총괄 지도

용도

담당자

소방위

박 덕 희

 • 각종 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 관리, 계약업무(물품·공사·용역)

 • 물품정수관리 및 불출, 관급자재 및 조달계약, 특정관리대상물 점검

차량

담당자

소방교

박 종 환

 • 소방차량 등록 및 불용(매각)처분, 소방차량 배치, 수리, 배차 등

 • 운전원 기술지도, 유류(차량, 난방)구입 및 불출, 관리계 일반 업무 처리

회계

담당자

소방교

고 주 희

 • 급여 및 법정경비, 세입 세출 외 현금과 유가증권,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 지출증빙서 작성 및 회계장부 정리보존, 예산편성 및 배정요구

정보통신

담당자

소방사

길 형 준

 • 유·무선, 전산장비 등 H/W장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무선국 허가 및 검사 등 무선국 운영

 • 차세대통신망(MSPP), 전자정부망 및 전용회선 등 운영 및 유지관리

 • 약호자재관리, 정보통신 보안 및 홈페이지 운영

 • 행정업무용 PC 및 시스템 단말기 운영관리, 정보통신기술 지도

  업무개요에서 전체 사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철원소방서의 행정재산, 시설, 청사, 소방장비, 
물품, 차량, 정보통신장비, 급여 등의 관리한다.

 (2) 세부업무 소개와 자료

 ① 용도

용도담당자

① 각종 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계약업무(물품·공사·용역)에 관한 사항

③ 물품정수관리 및 불출에 관한 사항

④ 관급자재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⑤ 특정관리대상물 점검에 관한 사항

  용도담당자는 청사·물품 관리, 계약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철원소방서의 모든 
계약은 용도담당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아래와 같이 업무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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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매 
등 의뢰

비교견적
물품구매
·공사 등 

계약
검수 지출⇒ ⇒ ⇒ ⇒

  물품이나 공사가 이상 없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하면 회계담당자가 금을 지출하게 된다. 따
라서 용도와 회계는 실과 바늘같이 뗄 수 없는 접한 관계이다. 철원소방서는 동송119안전센터 
이전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타 소방서에 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회계는 세입·세출, 즉 직원 급여, 경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예산편성 및 배정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회계

회계담당자

① 급여 및 법정경비에 관한 사항

② 세입 세출 외 현금과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③ 지출증빙서 작성 및 회계장부 정리보존에관한 사항

④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⑤ 예산편성 및 배정요구에 관한 사항

  그렇다면 철원소방서의 한 해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다음 표를 통해 알아보겠다. 

  - 철원소방서 예산 및 지출
         구분
연도

예산 총액(원) 지출액 잔액 이월액

2019 1,223,132,000 1,214,888,890 8,243,110

2018 1,521,853,000 1,510,574,130 11,278,870

2017 3,393,807,000 3,389,162,170 4,644,830

2016 1,186,770,000 1,178,019,520 8,750,480

2015 1,311,648,000 1,303,985,500 7,662,500

  매년 예산 총액은 동소이 하지만 2017년도에는 갈말센터 신축에 따라 그해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회계담당자는 소방법 위반사항에 해 과태료의 부과·징수도 실시한다. 그 절차는 소방민원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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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 또는 방호구조과의 화재조사, 각 안전센터에서 과태료 적발보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행과 징수를 회계담당자가 수행한다. 적발과 부과·징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과태
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자의 재산조회를 의뢰해 압류 등의 절차를 실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

  -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구분
부과 징수

부과건수 부과금액(천원) 징수건수 징수금액(천원)

2019 10 2,480 10 2,480

2018 6 1,280 6 1,280

2017 4 1,880 4 1,880

  과태료를 징수하면 세입으로 되어 강원도에 귀속된다. 그 외 이자수입 등과 같이 수입이 발생
하면 세입 처리한다.

 ③ 차량

차량담당자

① 소방차량 등록 및 불용(매각)처분에 관한 사항

② 소방차량 배치, 수리, 배차 등에 관한 사항

③ 운전원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④ 유류(차량, 난방)구입 및 불출에 관한 사항

⑤ 관리계 일반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소방관의 손과 발인 소방차량과 유류, 보험, 운전원 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차량 담당자
이다. 현재 총 36 의 차량의 관리를 하는데, 평상 시 1차적인 관리(일상점검·정비)를 각 부서 
차량운용 담당자가 하고, 차량의 고장수리, 검사 등이 필요할 때 차량담당자를 통해 정비소에서 
수리·검사 등을 진행한다.
  신규차량이 배치되고, 소방차량이 폐차·매각될 때에도 각 업무진행을 추진하는데, 과거에는 차
량마다 관리카드를 수기로 작성해서 관리했으나, 현재는 2015년 12월부터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
템이 구축되어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9년에는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 2 를 매각하고, 1
를 폐차했다. 구급차는 매각할 수 없고, 폐차가 원칙이다.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구급
차를 제외한 펌프차, 물탱크 등 화재진압 차량은 매각을 통해 민간에서 소방서와 멀리 떨어진 
소방 상물에 배치되고 살수 차량 등으로 사용하거나 외국으로 수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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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신규·폐차·매각 소방차량 현황

구분 펌프차 물탱크 구급차 기타

신규 대수 2 2(구조1, 배연1)

폐차 대수 1

매각 대수 2(구조1, 수난1)

양여 대수

  구조차 1 , 배연차 1 이며, 구급차 2 가 2019년에 교체 및 신규배치 되었다. 
  소방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차량담당자가 보험처리, 차량수리 등을 각 업체에 
접수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한다. 소방차량 1 의 부족은 현장 응력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 2019년 소방차량 사고 현황

순번 차종

인명피해

(소방/민간인)
재산피해(천원)

사고원인
사고책임 운전자 

조치
계 사망 부상 계 소방 상대방 소방 상대방

1 펌프차 - - - 572 572 - 부주의 ◦ - 교육

2 펌프차 - - - 990 990 - 부주의 ◦ - 교육

3 펌프차 - - - 403 - 403 부주의 ◦ - 교육

  위와 같이 사고의 부분이 많은 출동량에 비례해 구급차이고, 신호위반과 부주의( 부분 후
진과 좁은 골목길)에 의해 발생한다. 이에 철원소방서 예산장비계는 수시교육 및 멘토링제도를 
운 해 5년 미만의 미숙련 원은 멘토를 지정하여 반복 숙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④ 정보통신

정보통신
담당자

① 유·무선, 전산장비 등 H/W장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② 무선국 허가 및 검사 등 무선국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차세대통신망(MSPP), 전자정부망 및 전용회선 등 운영 및 유지관리

④ 정보통신 보안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행정업무용 PC 및 시스템 단말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⑥ 정보통신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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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담당자는 철원소방서 전산장비, 유·무선 통신장비, 홈페이지 운 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손과 발이 소방차량이라면 현장의 귀와 입으로 볼 수 있는 무전기, 전화기 등을 수시 
관리한다. 또한 정보의 시 인 현재 홈페이지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철원소방서 홈페이지
(cw119.gwd.go.kr)의 현황과 정보관리 등에 힘쓰고 있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도입되면 전 

원에게 전파교육을 실시한다. 다음은 정보통신 현황이다.

  - 정보통신 장비 현황

  ∙ 유선장비

구분
총계

(대)

교환기
키폰

장치

일반

회선

전용

회선

MSPP

회선
팩스

비상전원

CCTV
발전기 UPS

119

접수

구내

교환

보유수 58 - 1 0 14 1 5 11 1 5 20

  ∙ 무선·방송장비

구분
총계

(대)
중계소 기지국 원격국 이동국 휴대국 항공국 HAM

이동

전화

위성

전화

일제지령장치

주장치 단말

보유수 198 2 5 4 34 110 - 2 10 2 7 22

  무선통신장비 중 용도와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해를 위해 중계소는 산위 등에 설치된 안
테나, 원격국은 전용선으로 연결해 설치 사용, 기지국은 소방서·안전센터 등에 설치, 이동국은 
소방차량에 설치한 무전기, 휴 국은 원들이 사용하는 휴 용 무전기로 쉽게 말할 수 있다. 통
신망 두절을 비해 위성전화, 아마추어 무선통신망(HAM)도 구비하고 있다 

  ∙ 전산장비·긴급구조시스템

구분
총계

(대)

전산장비 긴급구조시스템

네트

워크

보안

장비

업무용

PC
주장치

방송

단말

무선

단말
MDT

출동지령

단말기

보유수 143 15 10 85 1 7 1 17 7

  소개한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 
담당자의 경우 특별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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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구조과

1) 개요

  방호구조과는 방호사법·예방민원·구조구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 부서장인 방호구조과장과 방호
사법담당, 예방민원담당, 구조구급담당 3명, 각 업무별 담당자 9명이 있다.

  - 방호구조과 조직도

방호구조과장 이호석

방호사법담당 김도철 예방민원담당 최승교 구조구급담당 박상춘

의소대
이 규

특별조사1
홍 준 호

예방교육
김 미 영

구  조
황 병 기

방호일반
민 병 관

특별조사2
이 상 훈

예방홍보
양 아 영

구  급
최 경 삼

위 험 물
이 경 복

예방민원
여 현 구



철원소방 발자취 15년사

100 _ Cheorwon Fire Station

  - 인원현황

계(명)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4 1 3 2 2 3 3

비고 : T/F 팀으로 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근무

  방호구조과는 3개의 계가 모여 과를 구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 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른 
과보다 현장 활동에 직접적으로 접하게 관련되어 유기적으로 현장 응하는 소방훈련, 화재진
압에 사용하는 소방용수, 화재·구조·구급 원들의 관리, 의용소방 의 보조 활동과 관리 등 전반
적인 현장 응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다음 계별 담당자의 활동을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2) 방호사법계

  방호구조과 방호사법계는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예방민원계, 구조구급계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
한다.

  - 방호사법계 조직도

방호사법담당  김 도 철

의소대
이   규

방호일반
민 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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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개요
직위 성명 분장사무

방호구조과장 이 호 석  • 방호구조과 운영 사무총괄 지도 감독

방호담당
소방경

김 도 철

 • 방호업무 총괄, 주요행사(VIP) 소방안전대책 수립·추진

 • 의용소방대 행사(이·취임식, 기술경연 등)

방호사법

의용소방대

담당자

소방위

이 규

 • 의용소방대 운영 및 관리

    포상, 상훈(퇴임대장, 소방의 날, 연말 등)

    의용소방대원 임면사항, 동원에 관한 사항

    출동수당 및 보상금 지급,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수혜자 관리

 • 의용소방대 행사(이·취임식, 기술경연 등)

 • 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 산불안전대책 등 지원관련 업무

방호일반

담당자

소방교

민 병 관

 • 소방전술훈련 계획수립 및 평가

 • 소방기술 · 전술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 선거 개표 및 주요행사 소방안전지원에 관한 사항

 • 산불진화 지원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과내서무 업무 등 타과ㆍ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방호는 위험을 방비하고 보호한다는 말로 방호계는 그 말과 같이 화재, 재해 등을 비해 
방비, 보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업무를 한다. 방 한 의용소방  조직을 관리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2) 세부업무 소개 와 자료

  ① 의용소방

의용소방대

담당자

① 의용소방대 운영 및 관리

    포상, 상훈(퇴임대장, 소방의 날, 연말 등)

    의용소방대원 임면사항, 대원 동원, 출동수당 및 보상금 지급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수혜자 관리, 교육훈련

    의용소방대 현황 및 각종 활동상황 실적관리

② 의용소방대 행사(이·취임식, 기술경연 등)

③ 특별경계근무, 산불안전대책, 전시대비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④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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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의용소방 는 18개 , 인원 499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4장 소방 보조 조직의 변천
에서 다루기로 한다.

  ② 방호일반

방호일반

담당자

① 소방통로확보에 관한 사항,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② 소방용수 및 지리조사에 관한 사항

③ 자위소방대 조직 및 관리

④ PC보안 및 일반서무 업무

⑤ 기타 과내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않은 사항

  방호담당자는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상시 통행로 불량지역을 지정, 안전센터에서 
수시 홍보, 계도, 순찰 등으로 소방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책을 추진한다. 

  - 소방차 통행로 확보 상
구분 계(개소) 동송읍 갈말읍 서면 기타

소화전 앞 주차금지 

적색표기
32 16 13 3

  화재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적재물량 펌프차는 2,800 ~ 3,000리터, 물탱크는 6,000리터를 적재
하고 있다. 한정적인 물량이기 때문에 초기소화 이외에는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루어져야 화재
진압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소방용수확보이다. 이에 소화전 신규설치, 불량소화전 
수리, 이전 등의 계획을 세워 각 시·군과 협의해 추진한다. 소방서에서는 월 1회 소방용수 조사
를 통해 현재 사용할 수 있는지를 유지관리 하고 소화전 설치·수리는 시·군 수도부서에서 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비상소화장치(소화기함, 호스릴소화장치, 소화기구함) 등을 화재
위험지역인 전통시장, 골목길, 고지  등에 꾸준히 설치 확 하고 있다. 설치와 함께 인근 주민들
에게 사용법도 교육해 초기 화재진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은 무엇보다 초기 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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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용수시설 현황

구 분
소 화 전

비상소화장치 소화기함 자연수리
지상식 지하식

태 봉 39 0 9 2

갈 말 33 3 1 2 3

동 송 85 6 12 14

김 화 52 1 6 6

합 계
209 10

28 24
219

비상소화장치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전지역
기타

(농어촌, 산간지역)

계 28 18 8 0 0 2

소화기함 계 태봉 갈말 동송 김화 비고

계 24 2 2 14 6 0

  소방용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지상식소화전이 현재는 주를 이루고 있고, 저수조와 급수탑은 
시 의 변천에 따라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상소화장치 같은 경우 상점들이 붙어 있어 
연소 확  우려가 있는 전통시장에 중점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소화전은 수도꼭지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수도배관에 소화전이라는 큰 수도꼭지를 
일정한 거리마다 달아 소방차량이 필요할 때 열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화전은 
보통 도로 옆에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한다. 고지  또는 소방차가 접근 할 수 
없는 곳에서도 용수를 사용해야하기에 주요 장소마다 소화전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화전을 설치한 위치나 형식에 따라 옥내·옥외, 지상식·지하식 소화전, 급수탑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는 사용의 어려움, 동파의 문제로 지하식이나 급수탑은 순차적으로 폐지해 없애고, 지상식 
소화전으로 설치하고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소화전 비교사진을 보면 첫 번째 사진이 우리가 흔히 
보는 지상식소화전이고, 두 번째가 지하식소화전이다. 지하식 소화전은 도로에 맨홀이 있고, 
맨홀을 열면 그 아래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맨홀위에 차량이 주차하거나, 맨홀이 
변형되어 열리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상식으로 교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스릴 소화장치는 소방관이 사용하는 고압 량의 용수를 방수하는 호스 신 일반인들이 사용
가능한 호스를 지상식소화전에 연결해 방수를 할 수 있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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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소화전 비교

지상식소화전 지하식소화전(맨홀 밑)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3) 예방민원계

  예방민원계는 화재예방·홍보·안전교육·민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1급서와는 다르게 우리 소방
서는 예방안전과가 아닌 방호구조과 예하의 예방민원계로 존재하고 있다.

  - 예방민원계 조직도

예방민원담당

교  육 홍  보 건  축 위험물

특별조사 2

특별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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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개요

직위 성명 분장사무

예방민원

담당

소방경

최 승 교
 • 예방안전과 운영 사무총괄 지도 감독

특별조사1
소방장

홍 준 호

 • 외부기관 합동점검 및 점검의뢰에 관한 사항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특별조사2
소방사

이 상 훈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전반에 관한 사항

 • 예방통계 자료조사 계획수립 및 취합

 • 소방특별조사 점검장비 유지·관리

 •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민원
소방사

여 현 구

 •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관련업체 지도·감독

 • 방염후처리 물품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

위험물
소방장

이 경 복

 •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등에 관한 사항

 • 무허가 위험물 단속 등 법률 위반에 관한 사항

 • 위험물 통계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

 • 위험물안전관리자 전반에 관한 사항 

예방교육
소방교

김 미 영

 •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 연중 교육계획 수립·운영 및 실적관리

 •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119소년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방홍보
소방사

양 아 영

 • 화재예방 실적관리 및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지표 실적 취합·관리

 • 시민안전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예방민원계 서무에 관한 사항

 (2) 세부업무 소개와 자료

  ① 일반예방

① 특별소방안전대책 계획에 관한 사항

② 시민안전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국민행복소방정책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⑤ 소방행정종합평가 지표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⑥ 그 외 일반예방에 관한 사항
일반 예방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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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별(설, 추석, 겨울철 등), 장소별(시장, 아파트 등) 특별소방안전 책 계획을 수립·운 하고, 
시민안전관리협의회, 형화재취약 상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특별소방안전 책
은 평시와는 다른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 책을 요구하는 시기와 장소에 안전 책을 수립 시행
하는데, 형화재취약 상과 연계하여 실시하며 비상경계근무, 각종 캠페인, 현장안전점검, 예방
순찰 강화 등 모든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그 중에 형화재취약 상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화재가 발생 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상을 선정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한다.

  - 형화재취약 상 선정기준
대상별구분 선정기준

유흥주점

• 지하층 또는 지상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330㎡이상으로 인명 피해 및 

화재 위험도가 많은 곳

• 기타 층으로 바닥면적 500㎡ 이상

영화상영관
• 영화상영관 10개 이상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

• 지하층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 시장,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 연면적 10,000㎡ 이상

숙박시설
•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

• 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 객실이 30실 이상 대상

병원
• 5층 이상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으로 병상 100개 이상

• 정신보건시설로 병상 100개 이상

공장 및 창고
• 하나의 건축물 연 면적이 15,000㎡ 이상(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패널조 물류 

또는 냉동, 냉장창고에 한함)

고층건축물 •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기타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곳

• 고시원(독립방이 100실 이상이거나 지하층에 있는 것)

• 기타 다중이용업소(영업장면적 330㎡ 또는 룸수 30실 이상)

• 노유자 시설, 장애인 수용시설(바닥면적 330㎡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 지하상가(연 면적이 1,000㎡ 이상) 

• 기타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곳

  지역 네트워크 형성과 자율화재예방 정책 참여를 위해 시민자율조직으로서 「시민안전관리협
의회」를 조직해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회원들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화재예방에 
관련된 홍보, 의식고취 등에 동참하여 회원 업체부터 시작하여 관련 업체의 안전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철원군 시민안전관리 협의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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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을 보급·설치하며,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정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는데 힘쓰고 있다. ‘화재 없는 마을 지정 및 
보급현황’ 중 2019년도에는 정책적으로 기증창구 활성화 및 보급에 힘써 다른 연도에 비해 실적
이 높았고, 매년 꾸준히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하고 있다.

  -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현황
연도 가구 수 보급수량

2019 719 소화기719, 감지기960

2018 172 소화기181, 감지기361

2017 230 소화기230, 감지기460

2016 264 소화기264, 감지기530

2015 274 소화기274, 감지기543

  - 화재 없는 마을 지정현황
연도 마을 수 가구 수 보급

2019 2 140 소화기140, 감지기280

2018 1 80 소화기80, 감지기160

2017 1 50 소화기50, 감지기100

2016 1 20 소화기20, 감지기40

2015 2 80 소화기80, 감지기160

 
  감지기 설치는 방마다 설치하고 거실, 주방에도 설치한다. 연기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경보
음이 발생해 피할 수 있도록 한다. 화재 없는 마을은 출동거리가 장거리임을 감안 가구 전체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② 안전교육

교육담당자

① 소방안전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민,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③ 국민행복소방정책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방행정종합평가 지표에 관한 사항 취합·관리

⑤ 교육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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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소화기   소 - 소화전  심 – 심폐소생술(CPR)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소화기와 소화전 ’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

  예방계의 교육 담당자는 철원군민들을 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철원
군에 있는 학교, 공공단체, 행사장 등을 방문교육하거나 철원소방서에 설치된 교육장에서 교육 
및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철원소방서 운  소방교육 현황

교육내용(대상)

• 소. 소. 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소소심 신청대상 전체)

• 어린이 소방안전체험장 및 견학 프로그램(어린이, 초등학생, 학부모)

•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교육기관 및 시설)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신청대상 전체(전문교육))

• 축제(행사)장내 체험장 운영(주민, 축제(행사)장 탐방객)

•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관내 중학교 1학년 대상)

• 이동안전체험차량 119안전체험교육

• 2019년도 소방안전교육 현황 (126건 10,475명)

  소. 소. 심 교육 : 87건 5,468명

  어린이 소방서견학 프로그램 : 22건 668명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 : 6건 150명

  이동안전체험차량 119안전체험교육 : 7건 475명

  체험장·캠페인 등 운영 : 4건 3,714명

  위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기술인 소. 
소. 심을 교육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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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홍보

홍보담당자

① 어린이 안전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② 화재예방 홍보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국민행복소방정책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방행정종합평가 지표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⑤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홍보담당자라고 해서 홍보활동만이 아니라,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중에 어린이 안전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한국119소년단」을 조직하고, 입단식, 소방안전교육 실시, 지도교사 협의회 
구성, 하계 체험캠프 운  등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받도록 한다.

  - 119소년단 조직현황
연도 학교명 인원수(명) 총원

2019년도

뉴아이뜨리어린이집 38

121명
고려어린이집 44

서면초등학교 14

용정초등학교 25

2018년도

뉴아이뜨리어린이집 31

114명
고려어린이집 21

서면초등학교 20

용정초등학교 42

  매해 ‘어린이 119소방동요경연 회’ 참가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각 1팀씩 구성해 연 1회 
강원도 회에 참가하고 있다. 강원도 회에 상을 수상하면 전국 회에도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철원소방서의 내·외 활동자료, 기고문 등을 언론사에 제공해 국민 소방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이바지하고 있다.

  - 언론자료 제공 언론매체 현황
TV 신문 기타(인터넷)

KBS, MBC, G1, YTN

CJ헬로비젼(GBN강원방송)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강원신문, 뉴스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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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훈련 및 소방서 주관 행사실시 후 그 내용을 매일 언론보도 자료를 작성해 수시로 
제공하고, 재해·재난 등 사건 발생 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기에 현장 사진을 얻을 수 있으므
로 이 또한 언론에 제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준다. 또한 소방의 현장 활동도 더불어 
홍보하게 된다.
  이외에도 라디오, 형마트 홍보매체,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 전광판 등을 활용해 철원소방서
의 활동과 실적들을 외에 홍보하고 있다.

  ④ 건축

건축담당자

①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② 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소방시설공사 등 업체 지도·감독

④ 소방행정종합평가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을 지을 때 규모, 용도, 수용인원, 면적 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만 하는 건축
물을 소방에서는 ‘특정소방 상물’이라 한다. 
  소방시설이 특정소방 상물에 적법하게 설치되는지를 소방서에
서 서류검토하고 건축허가 동의, 보완, 감리지정, 완공 등의 행정행위를 하게 된다. 
  건축물의 소방시설은 기계, 전기 자격이 있다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로 등록된 
소방시설업체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완공검사 등의 감독도 하고 
있다.

  - 건축민원 처리현황

구분
총계

(건)
동의

자체

처리

보완

통보

 감리지정

및 배치
착공

완 공

(사용승인

동의용)

완공

(일반용)

2019 381 54 179 54 16 41 34 3

2018 424 53 127 82 55 75 29 3

증감 -43 1 52 -28 -39 -34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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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업 현황

구분
총계

(개소)
관리업 방염업

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소계 전문 일반 소계 전문 일반 소계 전문 일반

계 8 1 7 7 - -

  ⑤ 위험물

위험물담당자

①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② 무허가 위험물 단속에 관한 사항

③ 국민행복소방정책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④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⑤ 민원청렴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
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풀이하면 다른 점화원에 의해 또는 스스로 불을 낼 수 있는 물질
로 법적인 수량(지정수량) 이상의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취급 및 운반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공의 안전
을 확보하는 업무를 위험물담당자는 수행하고 있다.
  위험물제조소 등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크게 나누며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 위험물제조소 등의 구분
위험물제조소 등 구분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에게 허가를 받은 장소

저장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취급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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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 소방서에 설치허가신청과 완공검사필증을 받아야 하고, 위험물
시설이 변경되거나 폐지할 때도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적 처리를 기간 내에 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그에 따른 벌칙을 받게 된다.
  또한, 위험물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필요하며 관할 안전센터에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철원소방서의 위험물제조소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험물제조소 등은 설치, 폐지에는 철거와 
환경정화에 많은 돈이 들어가므로 급격한 변화는 없는 편이나 변경허가나 지위승계 등의 민원처
리는 꾸준히 있다.

  - 위험물제조소 등 현황

구분
계

(개소)

제조

소

취급소 저장소

소계 주유 판매 이송 일반 소계 옥내
옥외

탱크

옥내

탱크

지하

탱크

간이

탱크

이동

탱크
옥외

암반

탱크

2019 252 1 49 40 9 202 2 56 15 32 96 1

2018 263 1 47 38 9 215 1 57 17 35 104 1

2017 260 1 46 36 10 213 1 57 18 36 100 1

 ⑥ 다중 및 자체점검

다중이용업 및 

자체점검

담당자

① 다중이용업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재)발급에 관한 사항

③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④ 다중이용업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⑤ 작동기능점검대상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시정보완사항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

⑦ 방염후처리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

⑧ 소방민원계 기타업무에 관한 사항

  - 지하 및 일반 다중이용업소 현황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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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다중이용업소들은 업허가 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비
상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감독
하는 자가 다중이용업 담당자이다.

구분 다중이용업소 지하 다중이용업소

계 206 66

휴게일반음식점 54 13

유흥단란주점 90 40

영화관비디오감상실 3 -

학원 - -

목욕장 3 1

PC방게임방 32 7

노래연습장 14 5

산후조리원 1 -

기타 9 -

  과거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특히, 지하 업소의 사고가 많은 인명피해가 발
생하여 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계속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점점 
강화되고 있고, 현재는 화재보험 가입도 강제하고 있다. 이에 다중담당자의 책임도 날로 높아
지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에 어떤 안전시설이 들어가는지 살펴보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비상구⇒ ⇒ ⇒ ⇒

  화재가 발생 시 초기진압 소화설비와 화재를 인지할 수 있는 경보설비, 피난할 수 있는 피난
기구, 유도선 등을 설치하고 통로와 비상구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화재가 발생한 이후의 피해까지 책임지도록 
법규는 변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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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안전설비

구분 설비

소화설비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피난기구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휴대용 포함)

비상구
비상 시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된 출입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그 밖의 안전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소방관들이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직업병이라고 하면서, 다중이용업소 이용할 때나 건물 출입 
시에 비상구나 위의 안전설비 위치를 유심히 보고 알아둔다.
  위급상황 시에는 익숙한 구조라도 당황할 수 있기에 항상 긴급 상황을 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완강기 같은 피난설비의 사용법도 알아두도록 한다. 사용법은 완강기 상자에 붙여 있고 사
용법도 간단하다. 왜 이런 설비들이 필요한지는 화재 발생 시를 상상해 보면 된다. 화재가 발생
하 을 때에는 연기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고, 통로에 연기가 채워져 질식하게 된다. 그렇기에 
하부 층에서 발생 시 통로로 탈출할 수 없어 완강기 같은 피난 설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 외에도 다중이용업소 업주 외에 종업원 1명 이상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내용도 설치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초기

응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 상물에는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비싼 소방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것을 제 로 유지하고 
관리함에는 관련교육을 받아 지식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수적이다.
  또한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출받은 결과는 소방
민원계 자체점검 담당자가 검토하고 불량사항으로 나온 사항은 시정하도록 기간을 정해 행정
명령을 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자체점검의 종류는 두 가지로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 점검이 있다. 해당되는 상은 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한다.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자율점검을 하고 보관만 하여 형식적인 점검이 
되었던 것을 점검 후 제출의무를 규정해 자율책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방안전관리 상물을 분류하는 기준은 특급은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 3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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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지하층 포함) 건물이고, 1급은 연면적 15,000㎡ 이상인 상물, 11층 이상 건물(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 1천 톤 이상 저장·취급시설이다.
  2급은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상,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및 공동주택(아파트)이다.
  이러한 상들이 종합정 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시설이 들어가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고 시설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지워진다. 건물에서 최후의 안전을 보장
하는 소방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기계장치이다. 기계는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면 고장이 나게 
마련이며, 그러한 기계를 관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밖에 없다. 일정한 교육이나 자격을 갖춘 
자가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보거나,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위탁한다. 이렇게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체에서 종합정 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다음으로 소방서 민원사무를 분야별로 정리한 표이다. 소방서에서는 민원을 어떤 절차와 기간
으로 처리하는지 알아본다.

∙ 소방서 민원사무 처리절차 ∙
 - 건축분야

구분 민원사무명
처리

기간

단축

기간
처리절차

건축

분야

(9)

건축허가 소방동의(협의)

(연면적 3만㎡ 이상은 10일)

7일

(10일)

4일

(6일)
동의요청 → 서면심사 → 동의통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 2일 1일 접수 → 서면심사 → 신고수리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2일 1일 접수 → 서면심사 → 신고수리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 즉시 즉시 접수 → 서면심사 → 신고수리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 3일 2일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필증교부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 즉시 즉시 접수 → 현장조사 → 시정명령 발부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 3일 2일 접수 → 서면심사 → 필증교부

안전시설 등 설치(완공)신고 3일 2일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증명발급

현장방염후처리성능검사신청 15일 9일 접수 → 서면심사 → 성능검사 → 성적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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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분야

구분 민원사무명
처리

기간

단축

기간
처리절차

기타

분야

(8)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즉시 즉시 접수 → 서면심사 → 신고수리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 3일 2일 접수 → 서면심사 → 연기처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즉시 즉시 접수 → 서면심사 → 신고수리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재교부신청 즉시 즉시 접수 → 서면심사 → 증명서 재발급

구조구급증명서 발급신청 즉시 즉시 접수 → 서면심사 → 증명발급

화재증명원 발급신청 즉시 즉시 접수 → 서면심사 → 증명발급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신고 즉시 즉시 접수 → 서면심사 → 신고수리

용접 등 작업신고 즉시 즉시 접수 → 서면심사 → 신고수리

 - 위험물분야

구분 민원사무명
처리

기간

단축

기간
처리절차

위험물

분야

(16)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신청 5일 3일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허가통보

이송취급소 설치허가 신청 5일 3일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허가통보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 신청 4일 3일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변경허가통보

이송취급소 변경허가 신청 4일 3일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변경허가통보

위험물제조소 등 품명(수량, 지정수량) 

변경 신고
3일 2일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변경교부

위험물제조소 등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 4일 3일 접수 → 현지조사(시험) → 검사필증 교부

위험물제조소 등 전부(부분) 완공검사 

신청
5일 3일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필증교부

이송취급소 완공검사신청 5일 3일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필증교부

완공검사필증 재교부신청 3일 2일 접수 → 대장확인 → 완공필증 재교부

위험물제조소 등 가사용 승인 신청 4일 3일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승인통보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신고 즉시 즉시 접수 → 서류심사 → 신고수리

위험물제조소 등 용도폐지신고 5일 3일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신고수리

예방규정 제정(변경)제출 7일 4일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교부

특정옥외탱크저장소구조안전점검실시

기간연장 신청
5일 3일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승인통보

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시기변

경승인 신청
5일 3일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승인통보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 신고 5일 3일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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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특별조사

특별조사

담당자

① 소방특별조사 등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②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관한 사항

④ 종합정밀점검대상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시정보완사항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

⑥ 기동검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에 관한 사항

⑧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조사

  특정소방 상물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유지관리 책임은 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있다. 소방서는 행정관청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관리를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감독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 법률에 따라 철원소방서 특별조사 팀은(2인 1조) 특정소방 상물을 방문해 시설의 설치·유
지·관리가 불량하거나 위험이 있을 때 적발보고 또는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조치를 명하는 조치명령(시정명령)의 행정절차를 
할 수 있다.
  안전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하지만, 평소 소방관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던 이타적인 모습
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시정명령이나 적발보고를 하며 소방 상물을 직접 방문 조사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행정명령(시정명령) 이후에는 현장에 다시 방문, 제 로 이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일도 특별
조사반의 할 일이다.
  정기적인 특별조사 외에도 수시로 조사 상이 편성되며, 종합정 점검 상, 기동검사 등으로 
바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근이지만 사무실보다도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더 많다.
  한 해 동안 특정소방 상물을 방문하는 특별조사팀은 매년 1월에 지난 1년 동안 변경된 특정
소방 상물의 현황을 재조사하고 통계를 내는데 이것을 ‘예방소방행정통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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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특정소방 상물 외에도 통계자료로 활용할 자료인 인원, 장비, 소방용수, 소방 상물 
등의 자료를 총체적으로 취합한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들은 특별조사팀만 아니라 철원소방서 
모든 부서가 1년 동안 활동할 계획수립의 토 가 된다.

  - 특정소방 상물 현황

구분
총계

(개소)
시장

숙박

시설

공동

주택
지하가

의료

시설

업무

시설

교육

연구

복합

건축물
공장 기타

2019 4735 3 58 38 2 2 226 44 148 130 4084

2018 4693 3 57 34 2 2 223 44 141 129 4058

증감 △42 0 △1 △4 0 0 △3 0 △7 △1 △26

4) 구조구급계

  구조업무 및 구급 전반에 한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며 구조와 구급에 관련된 각종 운  
기본계획 수립 및 훈련, 교육, 관리 등과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 구조구급계 조직도

구조구급담당  박 상 춘

구조
황 병 기

구급
최 경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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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개요
직위 성명 분장사무

구조구급

담당

소방경

박 상 춘

 • 구조구급업무 총괄, 구조·구급대 운영기본계획 수립 추진

 • 국제 및 전국·도 단위 주요행사, 지역축제 등 안전대책

구조

담당자

소방위

황 병 기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특수재해 및 재난발생 시 소방 지원

 • 긴급구조훈련 및 테러훈련 지원

 • 응원협정·긴급구조지원기관 협조

 • 특수재해, 풍수해, 설해 등 재난관련 업무

 • 구조 활동 관련 분석 및 통계자료 관리

구급

담당자

소방교

최 경 삼

 • 구급대 장비 및 기자재 관리

 • 구급활동 통계 및 자료관리

 • 교육 및 훈련, 응급의료·구급의약품 관리

 • 대민 응급처치 교육 및 훈련,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2) 세부업무 소개와 자료

  ① 구조

구조담당자

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특수재해 및 재난발생 시 소방지원에 관한 사항

③ 긴급구조훈련 및 테러훈련 지원

④ 응원협정·긴급구조지원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구조 활동에 관한 업무지도

⑥ 구조대원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⑦ 특수재해, 풍수해, 설해 등 재난관련 업무

⑧ 구조 활동 관련 분석 및 통계자료 관리

⑨ 구조관련 유관기관 협조 및 자료공유

  구조담당자는 위에서 보는 것 같이 구조분야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데 구조훈련, 업무, 인원, 
장비, 통계 등을 관리한다. 특히 1년 중 소방서의 가장 큰 훈련이자 지역 긴급구조의 중추적인 
역할인 지휘·통제를 담당하는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에 해 먼저 알아보자.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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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

▪ 긴급구조기관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

▪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
(긴급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관이 해당된다. 예) 보건소, 한전, 가스 등)

  소규모 재난을 넘어 규모 즉, 정부·지자체 응 단위의 재난이 발생하면 필요한 모든 수단과 
기관을 동원하게 된다. 이러한 규모 조직을 지휘·통제하기 위해 평시와는 다른 통제지휘본부가 
필요하다. 그것이 ‘긴급구조통제단’이며 운 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통제단, 지역통제단으로 분류
하고, 지역통제단은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 구조 활동 실적
             년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구조건수 346 808 1,187 1,297 1,716

증감(전년대비) 157 462 379 110 419

구조인원 45 125 110 142 123

증감(전년대비) 15 80 25 32 -19

  - 월별 구조 활동 실적

구분
구조건수 구조인원

2019년 2018년 증감 증감률(%) 2019년 2018년 증감 증감률(%)

합계 1,716 1,297 419 32 123 142 -19 -13.3

1월 80 81 -1 -1 17 16 1 6.2

2월 72 69 3 4.3 16 14 2 14.2

3월 47 71 -24 -33 12 12 0 0

4월 63 63 0 0 6 4 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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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별 구조 활동 처리실적

사고

종별
합계  가스 교통 기계

동물

포획

벌집

제거
붕괴 산악 수난 승강기 

2019년 1716 4 115 1 255 518 3 13 5 26

2018년 1297 3 122 3 202 481 4 36 12 13

증감

(%)

419 1 -7 -2 53 37 -1 -23 -7 13

32 33 -5 -66 26 7 -25 -63 -58 100

안전

조치

위치

추적

유해화학

물질

인명

갇힘

자살

추정

자연

재난

잠금장치

개방
전기 추락 폭발 화재

33 6 0 16 14 386 44 0 2 0 81

41 42 0 13 13 70 53 1 10 1 91

-8 -36 0 3 1 316 -9 -1 -8 -1 -10

-19 -85 0 23 7 451 -16 -100 -80 -100 -10

  이러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시기별, 장소별 안전 책을 수립하거나 필요한 인원·장비를 
선제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유형별 구조 활동 처리현황’에서 벌집제거의 비율이 높고, ‘월별 구조 활동 처리현황’
에서 7~9월 구조 활동의 급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6, 7월 벌집제거 활동이 있기 
전에 해충약품과 벌집제거용품을 구입해 배부하게 된다.

구분
구조건수 구조인원

2019년 2018년 증감 증감률(%) 2019년 2018년 증감 증감률(%)

5월 74 69 5 7.2 7 8 -1 -12.5

6월 91 64 27 42.1 9 6 3 50

7월 209 182 27 14.8 5 15 -10 -66.6

8월 273 259 14 5.4 18 10 8 80

9월 206 180 26 14.4 10 19 -9 -47.3

10월 320 138 182 131.8 7 17 -10 -58.8

11월 202 45 157 348 2 6 -4 -66.6

12월 79 76 3 3.9 14 15 -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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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구급

구급담당자

① 구급대 장비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구급활동 통계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구급관련 유관기관 협조 및 자료공유 

④ 구급대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⑤ 응급의료·구급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⑨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구급담당자의 역할도 위에서 보는 것 같이 구급분야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데 구급장비, 
통계, 약품관리, 원 교육·훈련 등을 관리한다. 
  구급 원에게 명예롭고 고귀한 인증서가 있는데 2008년 도입된 ‘하트세이버’(심장을 구하는 
사람)란 것이다. 심장정지(심정지)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응급환자를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구한 상황요원, 구급 원과 일반시민에게 수여하는 인증서이다. 철원소방서에는 2016년 2명이 
받은 바 있다. 또한 일반시민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 환자가 잘못되어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4)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

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 하트세이버 선정기준 】

  심장정지(심실세동 등 포함)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제

세동기 등을 활용하여 소생시킨 사람으로 다음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병원도착 전에 심전도 회복

  환자가 의식을 회복

  병원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각 호를 살펴보면 응급의료종사자, 선박응급처치담당자, 응급처치제공 
의무자,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등 응급의료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닌 자를 말한다. 즉 일반
시민들이 응급처치를 했을 때 면책을 해 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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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활동 실적

     구분

 년도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인원

미이송

건  수

1일평균

이송인원

구급대당

이송인원

2018 2,911 2,051 2,111 659 6명 528

2019 2,845 1,937 1,987 691 5명 397

증감 -66 -114 -124 32 -1 -131

증감률(%) -2.2 -5.5 -5.8 4.8 -16.6 -24.8

  ※ 2019년도 출동유형별 합계
    ∙ 정상4,916(89.9%), 오인79(2.78%), 거짓4(0.14%), 취소164(5.74%), 기타38(1.3%) 

  - 구급 이송건수 월별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63 108 161 149 162 170 170 206 166 157 159 166

인원 167 110 165 150 169 171 176 219 171 161 161 167

  월별로 분석하면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는 6월 · 7월 · 8월 · 9월이 36.7%로 여름철 및 가을철 
구급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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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가기 : 초고층건물 화재진압용 미사일 소화기 장착 소방차량

 초고층건물 화재진압을 위해 중국항공우주과학 사업소(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에서 제작한 미사일 소화기 장착 소방차량이다.

  제원은 우리 군(軍)의 다련장 로켓포와 비슷한 방식의 소방차량으로 300m 높이(약 80층)의 초
고층건물 화재 시 활용된다.
  적외선 /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여 3.6Kg의 분말소화기 미사일을 발사(소요시간 72초)할 수 있
으며 및 24기 탑재가 가능하다. 또한, 두께 19mm의 강화유리 관통이 가능하다.

- 관련 상 : https://www.youtube.com/watch?v=4UCH4UmfbRI

  초고층건물 화재진압뿐 만 아니라, 동해안 산불 같은 형화재 시 진압인력의 접근이 불가하
고, 기상악화로 산불진압 헬리콥터의 출동이 제한될 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능 시, 미사일을 일부 개조(용량, 크기 확  및 친환경 재질)시 더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료출처 :http://blogdepasm.blogspot.com/2017/05/camion-lanzacohetes-para-extinc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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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외근부서 소개

  이제부터 철원소방서의 현장활동업무를 수행하는 외근부서로 현장 응과, 구조 , 안전센터, 
지역 를 소개하겠다. 먼저 외근부서의 하루일과 및 용어 등을 알아보고 각 부서를 소개해 본다.
  강원도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과 「강원도 소방공무원 근무지침」을 준수한다. 제
1순위인 현장출동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라 일과를 보내고, 각종 교육훈련, 조사, 순찰,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 정의와 교육훈련, 각종 조사 등의 종류, 일과표를 살펴보자.

 -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외근부서
현장활동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대근무를 하는 종합상황실, 특수구조단과 소방

서 현장대응과, 119구조대, 119안전센터 등을 말한다.

교대제 근무자
소방서, 종합상황실, 특수구조단 등에서 상시근무체제 유지를 위해 교대근무를 

하는 자

출동대 편성표 외근부서의 장이 지정한 당번 근무자의 출동 임무를 알기 쉽게 게시한 표

대체근무

당번 근무자가 출장, 교육 등 공무상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외근

부서의 장이 부족한 출동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팀의 근무자를 한시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

근무변경

당번 근무자가 휴가, 외출, 일반 병가 등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다른 팀 

근무자의 동의를 구한 후 외근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 팀을 한시적으로 변경

하는 것

  현재 철원소방서의 외근부서의 근무시간은, 3조 1교  근무이며, 당번근무 시 오전 08:40부터 
다음날 오전 09:00까지 이다. 업무시작 후에는 다음에 소개하는 근무일과표에 의해 생활을 하
지만, 수시로 출동, 훈련, 행정업무를 실시하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
  현장활동 후에도 출동을 비해 각종 사용 장비 점검, 차량 급수, 개인안전장구 정비점검과 
근무일지, 출동일지,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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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근무일과표(3조 1교 )

구

분

근무내용(3월~11월) 근무내용(12월~익년 2월)

시 간 3조 1교대 시 간 3조 1교대

주

간

08:30~08:40 사전점검(근무교대 준비) 08:30~08:40 사전점검(근무교대 준비)

08:40~09:00 교대점검 08:40~09:00 교대점검

09:00~10:00 일상 업무 09:00~10:00 일상 업무

10:00~11:00

<교육훈련>
장비조작훈련

10:00~11:00

<교육훈련>
장비조작훈련

11:00~12:00 일상 업무 11:00~12:00 일상 업무

12:00~13:00 중   식 12:00~13:00 중   식

13:00~14:00 일상 업무 13:00~14:00 일상 업무

14:00~16:00

<교육훈련>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14:00~16:00

<교육훈련>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16:00~17:40 일상 업무 16:00~16:40 일상 업무

17:40~18:00 장비점검
16:40~17:00 장비점검

17:00~18:00 일상 업무

야

간

18:00~19:00 석   식 18:00~19:00 석   식

19:00~21:00

<교육훈련>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등

19:00~21:00

<교육훈련>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등

21:00~23:00 일상 업무 21:00~23:00 일상 업무

23:00~07:00 야간순찰 및 출동대비 23:00~07:00 야간순찰 및 출동대비

07:00~08:00 조   식 07:00~08:00 조   식

08:00~08:30 일상 업무 08:00~08:30 일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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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과

  첫 번째로 소개할 외근 부서는 현장 응과이다. 현장 응과는 각종 재난에서의 현장 지휘업무와 
안전관리, 화재조사를 담당하며 각종 훈련 등을 수행하는 부서이다. 또한 상황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어 현장업무 수행 시 무선통신, 유관기관 연락망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응
과장을 비롯하여 3개의 팀이 교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 현장 응과 조직도

현장대응과장 홍 순 도

현장지휘 1담당 손병운 현장지휘 2담당 김명규 현장지휘 3담당 여상구

안전주임 최우영 안전주임 김이현 안전주임 경태현

화재조사 박성혁 화재조사 권 욱 화재조사 김철손

상황관리 허경애 상황관리 박제환 상황관리 성열림

서무 오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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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개요

구 분 계  급 성  명 분    장    사    무

과 장 소 방 령 홍순도  ○ 현장대응과 업무 총괄 및 감독

지휘

담당

1팀 소방경 손병운

 ○ 각종 재난 시 현장지휘 및 안전관리 총괄

 ○ 재난현장조사 및 보존 총괄지휘
2팀 소방경 김명규

3팀 소방경 여상구

안전

관리

1팀 소방위 최우영  ○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 개인안전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현장안전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 공기호흡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팀 소방위 김이현

3팀 소방위 경태현

화재

조사

1팀 소방장 박성혁  ○ 화재발생보고서 작성 및 통계관리분석

 ○ 화재증거물 감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 화재조사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 화재증명원 발급

2팀 소방장 권 욱

3팀 소방장 김철손

상황

관리

1팀 소방위 허경애  ○ 유관기관, 소방서 직원 비상연락망 관리에 관한 사항

 ○ 재난발생 시 관할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공조체계

 ○ 주요 상황 지휘부 보고 및 전파

 ○ 일일출동대 편성확인, 출동인원 및 장비 파악

 ○ 긴급구조 별 상황통계 관리, 일일 상황보고

 ○ 무선통신망 정상작동여부 확인

2팀 소방교 박제환

3팀 소방교 성열림

지휘

서무
2팀 소방장 오원택

 ○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 소방자료조사 수집, 소방정보카드 작성 관리

 ○ 과내 서무 업무 및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않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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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부업무 소개와 자료

  ① 안전 관리

안전담당자

① 소방 활동 안전관리 기준 시행·점검평가

② 안전관리관련 교육계획 수립 시행 평가

③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여부 확인 및 교육

④ 안전사고 관련 기록유지 및 통계 관리

⑤ 공기호흡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개인안전장비 관리

⑦ 국민행복안전정책 실적관리

⑧ 소방사법업무에 관한 사항

  소방관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사람이다. 공기호흡기, 방화복과 같은 장비를 
착용하고, 반복된 교육훈련으로 소방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소방관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이상 최악의 화재 현장이나 구조현장에서 다른 이를 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
방관의 안전은 확보 돼야 한다. 안전담당자는 이러한 소방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이다. 다른 누구보다도 안전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각종 개인안전장비를 관리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조사를 통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례전파와 교육을 담당하고, 통계를 관리한다.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현황(강원도)
(단위 : 건)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464 70 75 86 112 121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현황(철원소방서)
(단위 : 건/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2/6 0/0 7/1 1/0 9/3 5/2

구 분 계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교육훈련 장비점검 기타

계 22 4 3 6 1 2 1 5

2019년 5 1 2 2

2018년 9 2 1 2 2 1 1

2017년 1 1

2016년 7 1 3 1 2

2015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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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전체 안전사고 발생현황은 최근 5년간, 안전사고 464건, 인명피해 162명(소방 134명, 
의무소방 4명, 사회복무요원 1명, 민간인 23명), 재산피해 892,269천원이 발생하 다.
  안전사고의 74%는 교통사고이며, 주요 유형은 좁은 길 주행 중 장애물 충돌, 후진 중 충돌, 
교차로 주행 중 충돌로 나타났으며 인명피해는 구급활동 중 교차로 적색신호 진입, 접질림, 무리
한 동작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 다.
  철원소방서는 전년도 비 안전사고(인명피해) 발생 건수가 다소 낮아졌으며, 부주의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 3건(접촉사고), 안전사고 2건으로 인명피해 경상 2명이 발생하 다.
  또한 현장 소방 활동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장비에 안전문구를 부착해 원들의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 소방장비별 안전문구 부착 예시 •

소방차량 구급차량 동력절단기 동력소방펌프 복식사다리

미끄러짐 주의

개·폐시 손 조심

허리 부상 주의

들것 펴짐 확인

허리부상 주의

톱날 열상주의

단단히 잡을 것

허리부상 주의

미끄러짐 주의

끼임·부딪힘 주의

자외선살균소독기
수관 보호틀

주차 방지턱
소방호스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체인톱

핸드그라인더

모서리 베임 주의

(테이핑 처리)
발 디딤 주의

허리부상 주의

실족 주의
용기추락 주의 킥백 현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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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화재조사

화재조사

담당자

① 화재발생보고

② 화재원인조사 

③ 화재통계분석 및 자료관리

④ 화재특별조사팀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화재피해복구안내소 운영

⑥ 화재조사 기자재 관리

⑦ 화재증명원 발급

⑧ 화재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신고·접수

  화재조사관은 화재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진압활동은 하지 않지만, 화재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목격자, 신고자 등을 확보해 상황을 청취하고, 사진, 유류품, 증거물 등을 조사한다. 화재원
인을 찾기 위해서는 현장보존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선 훼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화재 출동과 동시에 화재조사활동이 개시된다.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을 토 로 원인을 밝혀내고 화재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현재는 전산으로 
입력해 통계가 보다 수월해졌지만 이전에는 수기로 관리했었다. 또한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는 
증명서로 화재증명원을 발급한다.
  형화재 시에는 여러 기관들과 합동으로 화재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화재조사관도 
전문성을 위해 화재조사관 교육과 시험을 봐야 화재조사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여러 현
장들을 반복 조사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화재조사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민 서비
스의 연장선으로 제조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원인을 조사해 제조물에 화재
원인이 분명할 때에는 제조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중재역할도 하고 있다.
  화재는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예방이 최우선이다. 그래도 화재는 발생한다. 
그 이후엔 왜 화재가 발생했는지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지를 연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통계자료도 관리하고 있다. 화재조사가 관리하는 여러 통계자료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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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 통계 •
- 화재발생 현황

구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이재민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세대수
이재민

(명)

2019 124 5 0 5 1,197,537 748,997 448,540 1 1

2018 111 4 0 4 591,444 404,957 186,487 1 1

증감 △13 △1 0 △1 △606,093 △344,040 △262,053 0 0

※ ‘19년은 전년에 비하여 화재 13건(10.5%)증가, 인명피해 1명(20%)증가, 재산피해 6억여 원(50.6%) 증가함
※ 김화농공단지 화재로 재산피해가 크게 증가하 음.

- 발화요인별 현황

구분
화재

건수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

전기 기계 화학 가스 교통 부주의 기타 방화 의심

2019 124 21 19 1 0 2 74 3 0 0 0 4

2018 111 28 13 1 0 0 64 1 2 0 0 2

증감 △13 ▽-7 △6 0 0 ▽-2 △10 △2 ▽-2 0 0 △2

- 화재장소별 현황

구분
화재

건수

주거

시설

교육

시설

판매

업무

집합

시설

의료

복지

산업

시설

운수

자동차
문화재

생활

서비스

기타

서비스

자동차

철도
위험물 임야 기타

2019 124 14 0 2 1 1 20 1 0 6 6 13 0 21 39

2018 111 14 0 3 0 0 20 0 0 4 5 3 0 10 52

증감 △13 0 0 ▽-1 △1 △1 0 △1 0 △2 △1 △10 0 △11 ▽-13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에서 보듯이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이 59.7%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잠깐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화재로 이어진다. 부주의가 원인인 경우는 예방할 
수도 있음을 뜻하므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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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운용 차량 소개

차량사진 구분 제원

지휘차

71러4950

• 제    작 :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 엔진출력 : 175마력

• 현장대응 지휘자가 화재현장에 출동

• 지휘관이 현장 적재적소에 인원과 장비가 

배치되도록 지휘함

화재조사차

67우0918

• 제    작 : 기아 스포티지

• 엔진출력 : 186마력

• 화재현장에서 화재조사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적재하며 화재조사 요원이 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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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

  구조 는 각종 교통사고, 시건개방, 산악, 수난, 생화학 구조 등에 출동하고 있다. 안전센터, 
지역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상황 발생 시 출동하고 있다. 또한 특수한 구조상황에서 
요구조자를 구조해야 하는 출동이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기술 습득과 자기계발로 교육과 훈련, 
구조관련 자격증 취득에 더 열심이다.

 1) 업무개요
구 분 계  급 성 명 분    장    사    무

총괄 소방경 엄영복 119구조대 운영사무 총괄 지도감독

팀장

1팀 소방위 고병각  1. 팀별 업무 운영 및 지도

 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팀 소방위 이효종

3팀 소방위 박상섭

장비

1팀 소방장 이정규  1. 구조 장비 유지 관리

 2. 물품관리 및 보관ㆍ 유지에 관한 사항

 3. 장비구입, 수리, 배차 등에 관한 사항

2팀 소방장 임경운

3팀 소방장 최돈엽

방호구조

1팀 소방장 정선익  1. 구조대원 훈련에 관한 사항

 2. 소방전술훈련에 관한 사항

 3. 위험예지훈련에 관한 사항

 4. 공기충전기 및 공기용기 관리 

2팀 소방장 이건원

3팀 소방장 박현석

소방 행정

정보 통신

1팀 소방사 박 준  1. 각종 지시사항 관리

 2. 현황판 및 통계 관리

 3. 문서 접수 및 발송 

 4. 기타 소방행정 및 정보통신업무 전반

2팀 소방교 홍세원

3팀 소방교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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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용차량 소개
차량사진 구분 제원

구조차

99고2002

• 제    작 : 대우 8.5톤 (특장 : GVT)

• 엔진출력 : 320마력

• 구조장비, 크레인 등이 적재되어 있으며 

구조현장에서 가장 우선되는 차량 

산악구조차

97구3140

• 제    작 : 쌍용 코란도스포츠

• 엔진출력 : 155마력

• 4륜 구동 차량으로 험준한 산악지역에 최대한 

접근하여 구조 활동 개시

장비운반차

95고0504

• 제    작 : 기아 봉고3(4WD)

             (특장 : 화인)

• 엔진출력 : 133마력

• 고무보트와 수난구조 장비 등을 적재하여 

수난구조 활동에 대응함

트레일러

89보8214

• 제    작 : DK마린

• 모토보트, 트레일러를 보유하여 기동성을 

확보하고 있음

생활안전구조차

71라3066

• 제    작 :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특장 : 미래)

• 벌집제거, 수색 등의 생활안전 장비를 적재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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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119안전센터

  2018.04.23. 조직개편에 따라 방호구조과 진압계에서 태봉119안전센터로 신설되었다.

 1) 현황

관할구역 갈말읍 중 12개리(문혜1리~5리, 내대1~2리, 상사리, 동막리, 정연리, 지경리, 토성리

면    적 116 ㎢

인 구 수 5,132명

세 대 수 2,653세대

차    량
8대(펌프 1대, 물탱크1대, 고가사다리차 1대, 배연차1대, 구급 1대, 순찰차1대, 화물차

1대, 버스1대)

주    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 1504   ☎ 033-450-2510

인원현황
계(명)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의무소방

30 1 3 7 9 8 2

비    고 

 2) 소방용수시설

계(개소)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계 지상식 지하식 비상소화전함 비상소화기함

48 39 39 -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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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업무개요

구 분 계  급 성  명 분    장    사    무

총 괄 소방경 박상일   센터 운영사무 총괄 지도감독

업무

총괄

1팀 소방위 전영신
  1. 센터 운영 사무총괄 지도 감독

  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기타 업무총괄처리 및 지도

2팀 소방위 임현빈

3팀 소방위 엄성용

소방

행정

1팀 소방사 이충희   1. 문서접수 및 발송

  2. 각종 지시사항 처리

  3. 관내현황판 관리 및 통계관리

  4. 직원 표창 상신에 관한사항

  5. 기타 일반 서무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6. 행정계 시달 문서의 처리 및 보고

2팀 소방사 원동범

3팀 소방사 김동원

정보

통신

1팀 소방사 박양호
  1. 소방통신조사 및 설치 업무에 관한 사항

  2. 기타 소방전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실 컴퓨터 관리자 지정과 운영

  4. 정보통신계 시달 문서의 처리 및 보고

2팀 소방장 이동환

3팀 소방장 엄지용

장비

1팀 소방사 박양호
  1. 물품관리 및 보관ㆍ 유지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 개발 및 운전원 기술지도

  3. 소방차량 배치,장비구입,수리,배차 등에

     관한 사항

  4. 관리계 시달 문서의 처리 및 보고

2팀 소방교 김정곤

3팀 소방장 엄지용

예방

1팀 소방장 최영민
  1. 화재예방에 한 사항

  2. 화재예방 홍보 및 조치

  3. 무허가 위험물 단속

  4. 기타 다중이용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2팀 소방교 안태주

3팀 소방장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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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급 성  명 분    장    사    무

의소대

1팀 소방위 이성재
 1. 의용소방대 운영 및 관리

 2. 의용소방대 상훈 관리 및 운영

 3. 의용소방대 관련 문서의 처리 및 보고  

2팀 소방교 박자혁

3팀 소방장 정해민

구조

구급

관리

1팀 소방장 장요셉  1. 의료기관 응원협정 및 구급 기자재 관리

 2. 구급약품 관리 및 구급실적 관리

 3. 구급장비 유지관리

 4. 구급관련 문서의 처리 및 보고

 5. 기타 구급에 관한 사무

2팀 소방교 류인영

3팀 소방교 정은채

방호

1팀 소방교 유근택  1.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

 2. 지리조사 및 소방통로확보에 관한 사항

 3. 소방용수 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

 4. 산불진화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방호조사계 관련 사항

2팀 소방사 이윤복

3팀 소방사 박명우

현장

대응

1팀 소방교 오주찬
 1.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2. 경방계획 수립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3. 공기충전기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현장대응과 관련 사항

2팀 소방사 최재영

3팀 소방교 조규석

일상경비 3팀 소방사 오용상

 1. 수당에 관한 사항

 2. 제증빙서 작성 및 경리장부 정리 보전에 관한 사항

 3. 식대계산 및 급여에 관한사항

 4. 기타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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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차량소개

차량사진 구분 제원

중형펌프

86루0650

• 제    작 : 에프원텍(차체 현대) 중형펌프차

• 물 용 량 : 3,00리터(폼 200 별도)

• 엔진출력 : 280마력

고가사다리차

99고2000

• 제    작 : 에버다임특장(차체 볼보) 고가사다리차

• 사 다 리 : 53m 이하

• 엔진출력 : 450마력

물탱크

88오2565

• 제    작 : GVT특장(차체 대우) 물탱크

• 물 용 량 : 6,000리터

• 엔진출력 : 320마력

구급

71라3163

• 제    작 : 성우특장(차체 현대) 구급차

• 엔진출력 : 175마력

배연차

99고2001

• 제    작 : 에프원텍(차체 현대) 중형펌프차

• 물 용 량 : 2,600리터(폼 200 별도)

• 엔진출력 : 280마력

순찰차

60가4742

• 제    작 : 기아

• 엔진출력 : 186마력

화물차

86루0621

• 제    작 : 현대

• 엔진출력 : 133마력

버스

71러4850

• 제    작 : 현대

• 엔진출력 : 430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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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송119안전센터

  도농 복합적인 소도읍으로서 DMZ와 연접된 청정지역이다. 동송읍 이평리 중심의 상권이 발달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업소 집)하 으며 주요 미②처리장 및 농축산업 시설이 집되어 있다.

 1) 현황

관할구역 2읍 53리 / 철원읍(15개 리), 동송읍(38개 리)

면적 226.7 ㎢

인구수 21,266명

세대수 9645세대

차량 4대(펌프 1대, 물탱크 1대, 굴절 1대, 구급 1대)

주소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251번길   ☎ 033-455-2119

인원현황
계(명)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사회복무

26 1 3 8 5 9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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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용수시설

계(개소)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계 지상식 지하식 비상소화전함 비상소화기함

117 91 91 - - 26

 3) 업무개요
구 분 계  급 성  명 분    장    사    무

업무총괄 소방경 손  완 동송센터 운영사무 총괄 지도감독

팀장

1팀 소방위 최윤식  1. 동송센터 운영 사무총괄 지도 감독

 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기타 업무총괄처리 및 지도

2팀 소방위 박주희

3팀 소방위 지혁중

장비

정보통신

1팀 소방장 조성호  1. 소방통신조사 및 설치업무에 관한 사항

 3. 사무실 컴퓨터 관리자 지정과 운영

 4. 정보통신계 시달 문서의 처리 및 보고

2팀 소방장 한성대

3팀 소방장 이승우

방호

현장대응

1팀
소방사

소방사

김범호

박제묵  1.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

 2. 지리조사 및 소방통로확보에 관한 사항

 3. 경방계획 수립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4. 소방용수 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

 5. 산불진화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팀
소방교

소방장

김두현

강성혁

3팀
소방사

소방사

한성민

이우승

구조구급

관리

1팀 소방교 이민수  1. 의료기관 응원협정 및 구급 기자재 관리

 2. 구급약품 관리 및 구급실적 관리

 3. 구급장비 유지관리

 4. 구급관련 문서의 처리 및 보고

 5. 기타 구급에 관한 사무

2팀 소방사 이정원

3팀 소방사 오승택

소방행정

1팀 소방사 김준섭  1. 문서접수 및 발송

 2. 기타 일반 서무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3. 행정계 시달 문서의 처리 및 보고

2팀 소방사 이장구

3팀 소방사 김기범

예방

1팀 소방장 윤정식  1. 화재예방교육 및 기타 화재예방에 한 사항

 2. 화재예방 홍보 및 조치

 3. 예방계 시달 문서의 처리 및 보고

 4. 소방계획서 작성 및 방화관리 지도

 5. 기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2팀 소방장 이화명

3팀 소방장 이충식

의소대

1팀 소방교 김인수  1. 의용소방대 운영 및 관리

 2. 의용소방대 상훈 관리 및 운영

 3. 의용소방대 관련 문서의 처리 및 보고

2팀 소방장 최진웅

3팀 소방교 임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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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차량소개
차량사진 구분 제원

중형펌프

(88오2419)

• 제    작 : 이엔쓰리(차체 현대) 중형펌프차

• 물 용 량 : 3000리터(폼 200 별도)

• 엔진출력 : 280마력

물탱크

(85더0609)

• 제    작 : 지브이티(차체 대우) 물탱크차

• 물 용 량 : 6000리터

• 엔진출력 : 320마력

굴절사다리

(98노8977)

• 제    작 : 에버다임(차체 볼보) 굴절사다리차

• 사 다 리 : 27m

• 엔진출력 : 370마력

구급

(71러4982)

• 제    작 : 성우특장(차체 현대) 구급차

• 엔진출력 : 175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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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말119안전센터

  철원군 행정의 중심지로 주요 관공서가 위치해 있으며 해발 932m의 명성산이 포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1) 현황
관할구역 군탄리, 신철원리, 지포리, 강포리

면적 52.92 ㎢

인구수 7,662명

세대수 3,272세대

차량 3대(펌프 1대, 물탱크 1대, 구급 1대)

주소 강원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29   ☎ 452-0119

인원현황
계(명)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사회복무

22 1 3 6 7 5 -

비고 소방공무원 1명당 149세대 349명 담당

 2) 소방용수시설

계(개소)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계 지상식 지하식 비상소화전함 비상소화기함

39 36 33 3 -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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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업무개요

구 분 계  급 성  명 분    장    사    무

총 괄 소방경 이상근   센터 운영사무 총괄 지도감독

업무

총괄

1팀 소방위 배기찬  1. 갈말센터 운영 사무총괄 지도 감독

 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기타 업무총괄처리 및 지도

2팀 소방위 최수범

3팀 소방위 김경환

소방

1팀 소방장 김윤철  1. 문서접수 및 발송

 2. 각종 지시사항 처리

 3. 관내현황판 관리 및 통계관리

 4. 직원 표창 상신에 관한사항

 5. 기타 일반 서무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6. 행정계 시달 문서의 처리 및 보고

2팀 소방사 이준상

3팀 소방교 전진욱

정보

통신

1팀 소방사 송대웅  1. 소방통신조사 및 설치 업무에 관한 사항

 2. 기타 소방전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실 컴퓨터 관리자 지정과 운영

 4. 정보통신계 시달 문서의 처리 및 보고

2팀 소방교 김현태

3팀 소방사 황창민

장비

1팀 소방사 송대웅  1. 물품관리 및 보관ㆍ 유지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 개발 및 운전원 기술지도

 3. 소방차량 배치, 장비구입, 수리, 배차 등에 관한 사항

 4. 관리계 시달 문서의 처리 및 보고

2팀 소방교 김현태

3팀 소방사 황창민

예방

1팀 소방장 황익수

 1. 화재예방교육 및 기타 화재예방에 한 사항

 2. 화재예방 홍보 및 조치

 3. 예방계 시달 문서의 처리 및 보고

 4. 소방계획서 작성 및 방화관리 지도

 5. 무허가 위험물 단속

 6. 소방검사 등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7. 기타 다중이용업에 관한 사항

 8. 안전계 시달 문서의 처리 및 보고 

 9. 기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2팀 소방교 주영선

3팀 소방교 안동현

의소대

1팀 소방장 박기창
 1. 의용소방대 운영 및 관리

 2. 의용소방대 상훈 관리 및 운영

 3. 의용소방대 관련 문서의 처리 및 보고  

2팀 소방장 최동수

3팀 소방장 정민수

구조

구급

관리

1팀 소방사 김동환  1. 의료기관 응원협정 및 구급 기자재 관리

 2. 구급약품 관리 및 구급실적 관리

 3. 구급장비 유지관리

 4. 구급관련 문서의 처리 및 보고

 5. 기타 구급에 관한 사무

2팀 소방사 권정혁

3팀 소방장 이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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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급 성  명 분    장    사    무

방호

1팀 소방교 정재훈
 1.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

 2. 지리조사 및 소방통로확보에 관한 사항

 3. 경방계획 수립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4. 소방용수 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

 5. 산불진화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6. 공기충전기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팀 소방교 박기범

3팀 소방사 정연복

일상경비 3팀 소방사 정연복

 1. 수당에 관한 사항

 2. 식대계산 및 급여에 관한사항

 3. 기타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4) 차량소개

차량사진 구분 제원

중형펌프

88오2597

• 제    작 : 에프원텍(차체 현대) 중형펌프차

• 용    량 : 3,000리터(폼 200리터)

• 엔진출력 : 280마력

물탱크

85더0606

• 제    작 : GVT(차체 대우) 물탱크차

• 용    량 : 6,000리터

• 엔진출력 : 320마력

구급

71라3173

• 제    작 : 성우특장(차체 현대) 구급차

• 엔진출력 : 175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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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119안전센터

  전형적 농촌지역( 다수 시설작물 또는 축산업 종사)이다.
  매년 화강(남 천)을 중심으로 “다슬기 축제”, “얼음마당 축제”를 개최한다.

 1) 현황
관할구역 김화읍(9개 리), 서면(2개 리), 근남면(6개 리)

면적 293.31 ㎢

인구수 11,940명

세대수 5,813세대

차량 4대(펌프 1대, 물탱크 1대, 구급 1대, 진단 1대)

주소 철원군 김화읍 약수로 76   ☎ 458-1119

인원현황
계(명)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2 1 3 4 4 10

 2) 소방용수시설

계(개소)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계 지상식 지하식 비상소화전함 비상소화기함

65 53 52 1 - -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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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업무개요

구 분 계  급 성  명 분    장    사    무

총 괄 소방경 서상실   센터 운영사무 총괄 지도감독

업무

총괄

1팀 소방위 홍순걸  1. 김화센터 운영 사무총괄 지도 감독

 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기타 업무총괄처리 및 지도

2팀 소방위 박상진

3팀 소방위 선남식

소방

1팀 소방사 이수민  1. 문서접수 및 발송

 2. 각종 지시사항 처리

 3. 관내현황판 관리 및 통계관리

 4. 직원 표창 상신에 관한사항

 5. 기타 일반 서무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6. 행정계 시달 문서의 처리 및 보고

2팀 소방사 박상웅

3팀 소방사 조경남

정보

통신

1팀 소방사 유익한  1. 소방통신조사 및 설치 업무에 관한 사항

 2. 기타 소방전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실 컴퓨터 관리자 지정과 운영

 4. 정보통신계 시달 문서의 처리 및 보고

2팀 소방사 임수영

3팀 소방사 조경남

장비

1팀 소방사 유익한  1. 물품관리 및 보관ㆍ유지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 개발 및 운전원 기술지도

 3. 소방차량 배치, 장비구입, 수리, 배차 등에 관한 사항

 4. 관리계 시달 문서의 처리 및 보고

2팀 소방사 임수영

3팀 소방사 조경남

예방

1팀 소방장 김남진
 1. 화재예방교육 및 기타 화재예방에 한 사항

 2. 화재예방 홍보 및 조치

 3. 예방계 시달 문서의 처리 및 보고

 4. 소방계획서 작성 및 방화관리 지도

 5. 무허가 위험물 단속

 6. 소방검사 등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7. 기타 다중이용업에 관한 사항

 8. 안전계 시달 문서의 처리 및 보고 

 9. 기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2팀 소방장 조현중

3팀 소방장 인홍희

의소대

1팀 소방교 정종한  1. 의용소방대 운영 및 관리

 2. 의용소방대 상훈 관리 및 운영

 3. 의용소방대 관련 문서의 처리 및 보고

2팀 소방장 이진석

3팀 소방교 박관양

구조

구급

관리

1팀 소방사 최종운  1. 의료기관 응원협정 및 구급 기자재 관리

 2. 구급약품 관리 및 구급실적 관리

 3. 구급장비 유지관리

 4. 구급관련 문서의 처리 및 보고

 5. 기타 구급에 관한 사무

2팀 소방사 정윤수

3팀 소방사 백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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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급 성  명 분    장    사    무

방호

1팀 소방교 김탁호  1.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

 2. 지리조사 및 소방통로확보에 관한 사항

 3. 경방계획 수립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4. 소방용수 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

 5. 산불진화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6. 공기충전기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팀 소방교 김형수

3팀 소방사 조영남

일상경비 3팀 소방사 조민수

1. 수당에 관한 사항

2. 제증빙서 작성 및 경리장부 정리 보전에 관한 사항

3. 식대계산 및 급여에 관한사항

4. 기타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4) 차량소개

차량사진 구분 제원

중형펌프

83나6249

• 제    작 : 에프원특장(차체 현대) 중형펌프차

• 물 용 량 : 3,000리터(폼 200 별도)

• 엔진출력 : 280마력

물탱크

93다9171

• 제    작 : 우리특장(차체 타타대우) 물탱크

• 물 용 량 : 8,030리터

• 엔진출력 : 320마력

구급

71러4973

• 제    작 : 성우특장(차체 현대) 구급차

• 엔진출력 : 175마력

진단

56나9921

• 제    작 : 기아 모터스 안전진단차

• 엔진출력 : 72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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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등119지역대

  2003. 11. 08. 김화파출소 신설(강원도 규칙 제2644호)과 같이 신설된 지역 로서 인근 20여
개의 군부  및 목련공원에 위치하는 지역 이다.

 1) 현황
관할구역 잠곡리, 자등리

면적 74.23 ㎢

인구수 5,931명

세대수 2,910세대

차량 2대(펌프 1대, 구급 1대)

주소 철원군 서면 자등로 615   ☎ 458-2119

인원현황
계(명)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사회복무

6 2 2 2

 2) 소방용수시설

계(개소)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계 지상식 지하식 비상소화전함 비상소화기함

4 4 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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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량소개

차량사진 구분 제원

중형펌프

86루0643

• 제    작 : 에프원텍(차체 현대) 중형펌프차

• 물 용 량 : 3,000리터(폼 200 별도)

• 엔진출력 : 280마력

구급

71라3054

• 제    작 : 성우특장(차체 현대) 구급차

• 엔진출력 : 175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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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가기 : 119신고번호와 소방의 날 유래

1. 119 신고번호와 세계 각국의 긴급전화번호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소방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먼저 일본의 유래를 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벨이 전화를 발명한 다음 해인 1887년에 이미 전화를 수입하 으나, 당시의 전화는 전화 
교환수가 일일이 손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었고, 전화국에서 긴급우선 취급을 하지 않아, 소방서로 
통보조차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17년 화재탐지 전용 전화가 동경과 오사카에서 제도화되었지만 아직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전화 교환수에게 “화재”라고 알려 소방서와 접속되도록 했다.
  관동 지진(1923.9.1.)을 계기로 자동식 전화가 추진되어 1926년에 동경 교토전화국에서 처음
으로 사용, 다이얼 시간이 짧은 112번으로 결정되었으나 착오접속이 많아 1927년부터 지역번호
(국번의 제1숫자 - 당시 전화번호의 국번은 1자리 숫자 음)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9를 사용 
“119번”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받아들여 해방 후에도 그 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전기통신 100년사』에 보면 경성중앙전화국 전화 교환방식이 1935년 10월 1일 자동식으로 
바뀌면서 서비스번호를 개정하 는데 총10개의 서비스 번호(114번 등)중 화재통지용으로 119번
이 있음을 볼 수 있다.
  1934년과 1936년 당시 경성 전화번호부를 보면 수동식(“화재”라고 말하면 소방서 접속) 전화
체제와 자동식(119 다이얼을 돌리면 소방서와 접속) 전화체제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속
한 연결을 위해 수동식은 “화재”라는 표문구를 정하고, 자동식은 화재문의는 받지 않는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보다 빠른 신고접수와 출동을 하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위와 같이 119의 유래를 살펴봤듯이, 비록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소방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현재 119의 브랜드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긴급전화번호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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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긴급전화번호5)

FRANCE

FIRE 18
SAMU 15

PARAGUAY

FIRE 132

BRAZIL

FIRE 193
EMS 192

POLAND

FIRE 998
EMS 999

프랑스 파라과이 브라질 폴란드

SENEGAL

FIRE 18

SPAIN

112

TURKEY

FIRE 110
EMS 112

AMERICA

911

세네갈 스페인 터 키 미국

URUGUAY

FIRE 104
EMS 105

SOUTHAFRICA

10111

CHINA

FIRE 119

PORTUGAL

112

우루과이 남아프리카 중 국 포르투갈

DENMARK

112

SLOVENIA

FIRE
/ EMS
112

COSTARICA

911

KOREA

FIRE
/ EMS
119

덴마크 슬로베니아 코스타리카 한민국

IRELAND

999
또는 112

ARGENTINA

911
EMS 107

CROATIA
비상시
112

FIRE 93
EMS 94

JAPAN

FIRE
/ EMS
119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일 본

CAMEROUN

FIRE 118
EMS 119

NIGERIA

FIRE 911

MEXICO

FIRE 068
EMS 065

BELGIUM
사고,
구조
112

EMS 100
카메룬 나이지리아 멕시코 벨기에

GERMANY

FIRE
/ EMS
112

ENGLAND

999

ITALY

FIRE 115
EMS 118

RUSSIA

FIRE 01
EMS 03

독일 잉글랜드 이탈리아 러시아

SAUDIARABIA

FIRE 998
EMS 997

SWEDEN

112

ECUADOR

FIRE 102
EMS 911

TUNISIA

FIRE 198
EMS 190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에콰도르 튀니지

5) 화재 : FIRE, 응급 : EMS, SAMU, 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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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의 날 유래

  소방의 날은 처음부터 전 소방인과 범국민적인 기념일로 시행된 것은 아니고 월동기간중의 
국민 불조심 계몽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그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일제 강점기에도 매년 
12월 1일을 『방화일』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각종 행사를 전개하 다.
  이후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불조심 강조기간을 정부에서 설정하여 운 하면서 불조심 강조
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에는 지역단위의 행사이기는 했지만 『소방의 날』 또는 『불조심 회』
라고 하여 유공자 표창, 가두캠페인, 불조심경연 회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소방의 날』행사를 거행하여 오다가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여 법정기념일로 보장
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행사의 명칭이 통일되지 못하고 몇 주년 계산에도 혼선이 있어 1962년까지의 
행사를 하나로 묶고, 지역단위 행사에서 전국적 행사로 전환된 1963년을 1주년으로 환산하 다.
  1991년부터 행사 명칭을 통일, 『제29주년 소방의 날』행사를 거행하게 되었으며 2001년으로 
소방의 날은 3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발전 단계별로 3기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기 (1963 ~ 1975)

  일제 강점기 초기에는 겨울철을 맞아 경무총감부에서 화재예방에 관한 지시를 시달하고 각 
관아에서는 이에 따라 주민을 계도하 다. 이때 하달된 지시는 부분 화기 취급상의 유의점을 
강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 다. 이후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소방협회에
서는 매년 12월 1일을 『방화일』로 정하고 각종 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하 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12월 1∼2일을 『방화일』로 정하기도 하 다.
  『방화일』의 시작된 기원은 확실치는 않으나 1930년도 『방화일』 계획은 오늘날 『소방의 날』 
행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비정기적이기는  하지만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히 방화강조기간을 정하여 일제히 방화 운동을 전개하 다. 이 행사는 방화일행사
와 비슷한 것으로 1920년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었다. 이것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실
시된 불조심 강조기간 행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오늘날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해방과 함께 정부가 수립되고 소방행정이 제도화되면서 불조심 강
조기간은 매년 실시되는 정기적인 행사로 정착되었고 소방의 날의 기원이 된 행사도  함께 거행
되었다.
  이때부터 불조심 강조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인 11월 1일에는 적인 불조심행사가 시작되었
는데 행사 명칭을 『소방의 날』 이나 『불조심 회』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때는 현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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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된 소방조직이 아니고 소방서의 설치나 책임권자가 각기 달랐으므로 지금과 같이 전국적인 
단위의 행사가 되지 못하 다. 더구나 소방이 경찰행정의 일부에 속해 있었으므로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가려 이렇다 할 기념행사를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1963년 11월 당시 박경원 내무부장관은 불
조심 강조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에 행사를 전국적으
로 펼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의식을 고취시
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 다. 이때 즈음하여 소
방인들 사이에서는 소방의 날을 법제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어 매년 11월 1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고 국민의 방화의식고취를 위한 적인 홍보
활동을 시작하 다.
  그 성과로 1967년 1월 6일에는 내무부예규 제113호로 
『불조심의 날』(1977년 8월 5일 폐지)이 제정되었고 1973년
에는 보다 행사내용이 내실을 갖춰 소방유공자들에 한 
표창과 함께 최초로 기념우표가 발행되었다. 이 밖에도 

이 기간 중에는 기념우표와 신탄진 담배 500만 갑에 불조심 홍보문을 삽입시켜 판매하기도 하 다.
  또한 1973년은 소방의 날을 법제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전개되어 1973년 3월 30일 
제정·공포된 총무처 소관의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통령령 제6615호)」에 삽입시키고자 노력
하 지만 법정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자체행사로 실시되었다.

 2) 제2기(1976 ~ 1990)

  1958년 3월 11일 소방법이 제정되고 1971년 12월 25일에는 연각호텔 화재로 소방의 중요
성이 급격히 부각되었는가 하면 1972년 6월 1일부로 서울과 부산소방본부가 발족하 으며 1973년 
2월 8일에는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는 등 1970년 에 들어서면서 소방행정발전의 기틀이 
성립되기 시작하 다.
  특히, 1975년 8월 26일 내무부 민방위본부가 발족하면서 소방업무의 소관이 치안국(지방은 경
찰국)소방과에서 민방위본부(지방은 민방위) 소방국(지방은 소방과)으로 승격·이관되었다. 이것은 
전국 소방인 들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다음해인 1976년 불조심 강조기간부터는 11월 
1일 소방의 날 행사계획을 중앙에서 수립·시달하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6년 
11월 1일 소방의 날 행사에서는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소방 역사상 최초로 소방의 날 형아치
가 설치되고 적인 가두행진과 캠페인이 실시되는 등 오히려 최근의 소방의 날 행사보다 더 
성 하게 진행되었다.

1963년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시내차량행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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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의 표적인 월간 소방잡지 던 『자치소방』은 소
방의 날을 축하하는 사설과 함께 『제1회 소방의 날』 행
사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 다.
  이후 11월 1일로 정착된 소방의 날 행사는 매년 빠짐
없이 개최되었으나 다만 기념식 명칭은 『불조심 회』나 
『소방의 날』로 혼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부가 주장
하는 것과 같이 1991년 이후에 소방의 날이 생겼고 
이전에는 『불조심 회』 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이다. 즉 11월 1일 거행되었던 행사는 『소방의 날』이 
공식명칭이었고 『불조심 회』 나 『불조심의 날』등은 
부수적으로 쓰인 것이다.

 3) 제3기 (1991 ~ 1998)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방의 날』이라는 공식명칭으로 매년 행사를 가졌음에도 소방의 
위상을 높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우선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여 국민적인 행사가 아닌 자체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둘째로 행사일인 11월 1일은 불조심 강조기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으며 셋째로 그 해의 행사가 몇 번째 행사인지 불분명하고 공식적으로 사용치 않
아 행사의 일관성조차 희박하 다. 그러므로 일각에서는 소방법이 제정된 날인 3월 11일 또는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해서 전 소방인 들이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러한 다수의 의견에 해서는 정부관계자들도 공감을 가졌으며 이를 1991년 12월 14일 법
률 제4419호 소방법 개정 시 적극 반 하여 동법 제14조에 “시·도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법제화 하 다.
  『소방의 날』은 이때부터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으나, 최초로 전국 단위의 소방단독 행사가 
1963년 11월 기념식 행사를 1주년으로 적용해 소방의 날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016년 11월 
9일은 『54주년 소방의 날』이었다.

1977년 11월 1일 소방의 날 기념 

표창장 수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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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방 보조조직

 제1절 의용소방대

  의용소방 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시·읍·면에 설치된 소방조직이다.

1. 개요

설치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목적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

구분

① 남성 의용소방대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② 여성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③ 혼성 의용소방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④ 지역 의용소방대(지역대)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설치한 의용소방대(리 지역에 주로 설치)

⑤ 전문 의용소방대

   산악,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

⑥ 전담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

정년 65세

조직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또는 대원

임명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

① 대장, 부대장은 시도지사가 임명

② 부장, 반장, 대원은 소방서장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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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 에서 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 의 업무를 총괄
하고 의용소방 원을 지휘·감독한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의용소방 는 남성, 여성, 혼성 의용소방 를 말하며,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지역, 전문, 전담 의용소방 를 설치한다. 「의용소방  설치 및 운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직하여 업무를 분담한다.

 - 의용소방  조직 및 분장사무

구분 부명 반명 분장업무

남성,

여성,

혼성

의용

소방대

총무부

서무반
의소대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기타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보급반
의소대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의소대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방호부

대응반
화재경계, 진압, 소방용수관리, 대응 및 수습지원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구조구급반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 등

지도부

예방홍보반
화재예방 활동, 불조심 캠페인

주민지도·홍보에 관한 사항 등

현장관리반
소방관련 각종 행사시 지원 사항

현장 활동 대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

구분 부명 반명 분장업무

지역

의소대

총무부

서무반
의소대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예방훈련반
소방특별조사 보조 및 주민지도·홍보에 관한 사항

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방호부

대응반
화재경계, 진압, 소방용수관리, 대응 및 수습지원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구조구급반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대한 지원 활동

주민의 응급처치, 이재민 구조 및 가료처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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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명 반명 분장업무

전문

의소대

총무부

서무반
의소대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예방훈련반
소방특별조사 보조 및 주민지도·홍보에 관한 사항

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방호부

대응반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

재난의 초기 대응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정보반
재난·재해에 관한 정보수집 및 활용

건축, 토목, 전기, 화학 등 관련정보 제공

구분 부명 반명 분장업무

전담

의소대

총무부

서무반
의소대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반
주민의 대피 및 구호 등에 관한 사항

현장 활동 대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방호부
대응반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의 초기 대응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훈련반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의용소방 의 설치 목적에 맞게 업무를 분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로 이루
어진 특성상 명확한 업무구분보다는 같이 소방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시·도 조례로 규정하는데, 강원도는 「강원도 의용소방  설치 및 운  
조례」가 있고, 의소 의 정원은 20 ~ 60명까지이며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의용소방  정원

구분 정원

시·읍  남성 50명, 여성 40명, 지역 20명

면  남성 30명, 여성 25명, 지역 20명

혼성의소대  시·읍 60명, 면 30명

전문의소대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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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원군 의용소방대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 의용소방 장 현황

구분
소  속

성  명 거주지 직 업 비고
대장 임용일

서면남성 의용소방대

전봉걸 서면 와수로 상업 남성연합회장2016.01.01.

2019.01.01.

철원남성 의용소방대

이만재 동송읍 금학로 농업 부회장2015.03.01.

2018.01.01.

갈말남성 의용소방대

유성규 갈말읍 명성로 자영업 사무처장
2018.01.01.

갈말 지경지역대

김진규 갈말읍 청양로 상업 감사2017.01.01.

2020.01.01.

갈말 문혜지역대

함재용 갈말읍 태봉로 상업
2020.01.01.

갈말 토성지역대

김상순 갈말읍 농업2017.01.01.

2020.01.01

동송남성 의용소방대

신상기 동송읍 오덕로 농업
2018.01.01.

동송 장흥지역대

여승관
동송읍

장방산길
농업2016.02.01.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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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  속

성  명 거주지 직 업 비고
대장 임용일

김화남성 의용소방대

이동표 김화읍 도창로 농업
2018.01.01.

근남남성 의용소방대

김용선 근남면 대성로 농업
2018.01.01.

자등남성 의용소방대

임우혁 서면 신술길 자영업
2019.01.01.

근남 마현지역대

박구영
근남면 

신마현길
농업

2018.10.01.

김화여성 의용소방대

유옥희 김화읍 김화로 가사 여성연합회장
2017.01.01.

서면여성 의용소방대

유경화 서면 신벌로 농업 부회장
2019.01.01.

철원여성 의용소방대

서양숙 철원읍 화지로 가사 총무
2019.01.01.

근남여성 의용소방대

허경례 근남면 육단길 자영업 감사
2018.01.01.

갈말여성 의용소방대

서영자 갈말읍 지포리
한탄강관

광사업소2020.01.01.

동송여성 의용소방대

송옥용 동송읍 금학로 주부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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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말 남성 의용소방

정원/현원 50/41 소재지 강원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29

발대일 1966. 2. 3.

설치배경 및 

특징

1952년 전란의 혼란 속에서 빈번한 화재로 인해 의용소방대를 구성하기 시작했으나, 

별도의 설치규정이 없어 이전의 관례에 따라 운영되기 시작했다. 1958년 소방법 

제정으로 의용소방대 설치규정을 마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갈말 남성 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1대 전임석 1966. 2 ~ 1974. 2

2대 이동환 1974. 2 ~ 1979. 2

3대 안준섭 1979. 2 ~ 1985. 2

4대 박노수 1985. 2 ~ 1992. 2

5대 이영희 1992. 2 ~ 1994. 2

6대 지석두 1994. 2 ~ 1997. 2

7대 김춘만 1997. 2 ~ 2006. 2

8대 유진규 2006. 2 ~ 2009. 2

9대 지수진 2009. 2 ~ 2015. 2

10대 윤호중 2015. 2 ~ 2018. 1

11대 유성규 2018. 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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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말 여성 의용소방

정원/현원 40/33 소재지 강원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29

발대일 1985. 4. 5.

설치배경 및 

특징

「시·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준칙」 개정으로 부녀의용소방대 설치근거가 규정되었다. 

소방업무 보조 활동을 시작으로 봉사활동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갈말 여성 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1대 김옥화 1985. 4 ~ 1997. 3

2대 이상춘 1997. 3 ~ 2000. 3

3대 이윤예 2000. 3 ~ 2006. 3

4대 최명희 2006. 3 ~ 2007. 5

5대 정희순 2008. 1 ~ 2011. 1

6대 송재원 2011. 1 ~ 2017. 1

7대 임미애 2017. 1 ~ 2020. 1

8대 서영자 2020. 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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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말 의용소방  지경 지역

정원/현원 20/18 소재지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경안길 21-1

발대일 1954년

설치배경 및 

특징

1954년 동송대, 철원대와 같이 철원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의용소방대이며 소방법 

이전에는 관례에 따라 운영되었다. 현재 청사는 1984. 10. 30 준동되었으며 1층 1동, 

면적은 77㎡이다.

지경 지역대 역대 대장

1대 김영순 1954 ~ 1967

2대 장덕민 1968 ~ 1989

3대 조석순 1989. 1. 4 ~ 2008. 1. 4

4대 신부학 2008. 1. 5 ~ 2014. 1. 4

5대 채희도 2014. 1. 5 ~ 2016. 12. 31

6대 김진규 2017. 4. 3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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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 발자취 15년사

166 _ Cheorwon Fire Station

 갈말 의용소방  토성 지역

정원/현원 20/17 소재지 강원 철원군 갈말읍 토성길 86

발대일 1973년

설치배경 및 

특징

갈말의용소방대 토성 지역대는 1973년 설치되었다.

청사는 조립식 판넬조 1층 1동이며, 면적은 53㎡이다.

토성 지역대 역대 대장

1대 이대복 1973 ~ 1990

2대 박호만 1991 ~ 1996

3대 김순철 1997. 2. 18 ~ 2008. 1. 4

4대 김대균 2008. 1. 5 ~ 2014. 1. 4

5대 진정성 2014. 1. 5 ~ 2016. 12. 31

6대 김상순 2017. 1. 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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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 발자취 15년사

168 _ Cheorwon Fire Station

 갈말 의용소방  문혜 지역

정원/현원 20/18 소재지 강원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5260

발대일 1977년

설치배경 및 

특징

갈말의용소방대 문혜 지역대는 1977년 설치되었다.

청사는 컨테이너 1층 1동이며, 면적은 16.5㎡이다.

문혜 지역대 역대 대장

1대 정덕병 1977 ~ 1980

2대 이관우 1981 ~ 1984

3대 전유철 1985 ~ 1988

4대 이동환 1989 ~ 1999. 3. 1

5대 박광훈 1999. 3. 2 ~ 2008. 1. 5

6대 김명호 2008. 1. 5 ~ 2014. 1. 4

7대 김상태 2014. 1. 5 ~ 2019. 12. 31

8대 함재용 2020. 1. 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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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송 남성 의용소방

정원/현원 50/48 소재지 강원 철원군 금학로 251번길 17

발대일 1954. 9. 11

설치배경 및 

특징

경찰국 산하 동송면 의용소방대 창설되었다. 목조 1층에 15평의 청사로 이평리에 

소재하고 있었다.

 - 63년 군용차량 개조 펌프차량배치

 - 75년 민방위과로 업무이관 

 - 07년 11월 강원도 의용소방상(1위) 수상

 - 10년 11월 대통령상 수상

 - 15년 12월 중장비 전문 의용소방대 신설

동송 남성 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1대 안덕순 1954. 9 ~ 1955

2대 김주완 1955 ~ 1956

3대 고창근 1956 ~ 1965

4대 이창열 1965 ~ 1966

5대 안갑호 1966 ~ 1967

6대 고창근 1967 ~ 1976

7대 한정섭 1976 ~ 1979

8대 최윤수 1979 ~ 1981

9대 서명석 1981 ~ 1983

10대 김규세 1983 ~ 1995

11대 김천수 1995 ~ 1996

12대 최종문 1996 ~ 2003. 1. 7

13대 최남중 2003. 1. 7 ~ 2005. 11. 7

14대 안종섭 2005. 11. 7 ~ 2011. 11. 1

15대 조기운 2011. 11. 1 ~ 2014. 11. 1

16대 유중효 2014. 11. 1 ~ 2018. 1

17대 신상기 2018. 1 ~ 현재



철원소방 발자취 15년사

170 _ Cheorwon Fir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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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송 여성 의용소방

정원/현원 40/34 소재지 강원 철원군 금학로 251번길 17

발대일 1989. 5. 29

설치배경 및 

특징

「시·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준칙」 개정으로 여성의용소방대 설치근거가 규정되었다. 

1985년 읍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소방업무 보조 활동을 시작으로 봉사활동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 10년 소방기술경연대회 부목고정 응급처치 부문 2위

 - 14년 동송여성의용소방대 대장 최순영 강원도지사 표창

 - 14년 동송여성의용소방대 자원봉사 유공 철원군수 표창

 - 16년 동송여성의용소방대 단체 으뜸자원봉사상

동송 여성 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1대 연인옥 1989. 5. 29 ~ 1997. 3

2대 박숙자 1997. 3 ~ 2004. 11

3대 연혜영 2004. 11. 21 ~ 2007. 11. 20

4대 박남순 2007. 11. 21 ~ 2013. 11. 20

5대 최순영 2013. 11. 21 ~ 2019. 11. 20

6대 송옥용 2020. 1. 1 ~ 현재



철원소방 발자취 15년사

172 _ Cheorwon Fir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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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 남성 의용소방

정원/현원 50/42 소재지 강원 철원군 금학로 251번길 17

발대일 1954. 9. 11

설치배경 및 

특징

동송 의용소방대와 같은 시기에 창설되었다.  

철원군에서 가장 오래된 의용소방조직 중 하나이다.

 - 2015년 제17회 의용소방가족한마음대회 우승

 - 2016년 제18회 의용소방가족한마음대회 우승

철원 남성 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1대 유풍열 1954. 9. 11 ~ 1966

2대 심우순 1966 ~ 1971

3대 지원섭 1971 ~ 1975

4대 우용태 1975 ~ 1978

5대 김사필 1978 ~ 1981

6대 김종완 1981 ~ 1983

7대 백상기 1983 ~ 1997. 3

8대 염기천 1997. 3 ~ 2003. 3

9대 손철호 2003. 3 ~ 2006. 3. 16

10대 김학철 2006. 3. 17 ~ 2009. 3. 16

11대 김홍배 2009. 3. 17 ~ 2015. 3. 16

12대 이만재 2015. 3. 16 ~ 현재



철원소방 발자취 15년사

174 _ Cheorwon Fir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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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 여성 의용소방

정원/현원 40/27 소재지 강원 철원군 금학로 251번길 17

발대일 1989. 4. 24

설치배경 및 

특징

 - 08년 (제3225호) 강원도지사 표창장 

 - 16년 철원군 자원봉사센터 <철원군 으뜸봉사 단체상>

 - 16년 (제2832호) 강원도지사 표창장

철원 여성 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1대 오운섭 1989. 4. 24 ~ 1991

2대 정춘자 1991 ~ 1996

3대 이옥기 1996 ~ 1999. 4

4대 유영재 1999. 4 ~ 2009. 2. 17

5대 황현태 2009. 2. 17 ~ 2012. 2. 22

6대 전창희 2012. 2. 23 ~ 2015. 2. 22

7대 김순자 2016. 3. 1 ~ 2019. 2. 28

8대 서양숙 2019. 2. 28 ~ 현재



철원소방 발자취 15년사

176 _ Cheorwon Fire Station

 동송 의용소방  장흥 지역

정원/현원 40/27 소재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방산로 55-1

발대일 1969년

설치배경 및 

특징

1969년 장흥지역의 화재예방 및 지역방호를 위해 설치되었다. 청사는 철근콘크리

트조 1층으로 99㎡이다.

장흥 지역대 역대 대장

1대 정창남 1969~1975

2대 오문섭 1975~1980

3대 장종운 1980~1992

4대 전원길 1992~1998

5대 윤명원 1998. 5 ~ 2002. 2. 15

6대 고중철 2002. 2. 16 ~ 2004. 2. 15

7대 전영화 2004. 2. 16 ~ 2010. 2. 15

8대 민장식 2010. 2. 16 ~ 2016. 2. 15

9대 여승관　 2016. 2. 16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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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 남성 의용소방

정원/현원 50/26 소재지 강원 철원군 김화읍 호국로 6510

발대일 1967년

설치배경 및 

특징

1967년 설치된 김화의용소방대는 휴전선 13km 국가보안의 요충지 및 통일의 중심

지로 철원군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김화 남성 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1대 엄장근 1967 ~ 1967

2대 유화춘 1968 ~ 1975

3대 유태식 1976 ~ 1981

4대 문정근 1982 ~ 1984

5대 엄구복 1985 ~ 1991

6대 김풍기 1992 ~ 1997

7대 엄성철 1998 ~ 2006. 3. 4

8대 유영진 2006. 3. 5 ~ 2009. 3. 4

9대 최승오 2009. 3. 5 ~ 2012. 3. 1

10대 신인석 2012. 3. 2 ~ 2018. 2. 28

11대 이동표 2018. 3. 1 ~ 현재



철원소방 발자취 15년사

178 _ Cheorwon Fire Station

 김화 여성의용소방

정원/현원 40/27 소재지 강원 철원군 김화읍 호국로 6510

발대일 1967년

설치배경 및 

특징

김화읍은 1944년 읍으로 승격되는 등 해방 전에는 크게 번창하였으나 인구는 근남

면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편이다.

 - 제14회 철원군 의용소방대 가족한마당 입상

 - 제15회 철원군 의용소방대 가족한마당 여성최강 3위

 - 제18회 철원군 의용소방대 가족한마당 종합 3위

 - 2018년 도지사 표창

김화 여성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1대 박기화 1989. 4. 1 ~ 1994

2대 김금순 1994 ~ 2000. 7

3대 김옥순 2000. 7. 25 ~ 2003. 7. 24

4대 허경희 2003. 7. 25 ~ 2007. 7. 24

5대 임영옥 2007. 7. 25 ~ 2011. 7. 26

6대 김순열 2011. 7. 27 ~ 2017. 7. 26

7대 유옥희 2007. 7. 27 ~ 현재



제4장 _ 소방 보조조직

철원소방서 http://fire.gwd.go.kr/cw119 _  179

 서면 남성 의용소방

정원/현원 50/30 소재지 강원 철원군 서면 약수로 76

발대일 1962년

설치배경 및 

특징

철원군 유일의 휴전선을 접하지 않는 서면은 북쪽은 갈말읍, 동쪽은 근남면, 남쪽은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에 접하고 있으며, 서울과는 국도 47호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면 남성 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1대 홍문선 -

2대 노수봉 -

3대 함문기 -

4대 이춘봉 -

5대 안흥섭 1981. 3. 7 ~ 1992. 6. 30

6대 김태봉 1992. 7. 1 ~ 1994. 12. 30

7대 장석기 1995. 1. 1 ~ 1999. 2

8대 백명규 1999. 2 ~ 2001. 2

9대 김수복 2001. 2. 17 ~ 2004. 2. 16

10대 홍관석 2004. 2. 17 ~ 2007. 2. 17

11대 김창섭 2007. 2. 17 ~ 2010. 2. 16

12대 서풍근 2010. 2. 17 ~ 2013. 2. 16

13대 차연홍 2013. 2. 17 ~ 2016. 2. 16

14대 전봉걸 2016. 2. 17 ~ 현재



철원소방 발자취 15년사

180 _ Cheorwon Fire Station

 서면 여성 의용소방

정원/현원 40/23 소재지 강원 철원군 약수로 76

발대일 2007. 1. 5

설치배경 및 

특징

예로부터 이 고장은 기와공장이 있어 대부분 기와집이었다 한다. 김화에 부임하는 

원이 산마루에 올라 이 곳 지역을 살피니 바다는 없는데 석양에 비치는 지붕들이 

마치 바다 물결치는 듯이 보인다 하여 와수리라 명하였다 한다.

서면 여성 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1대 김무순 2007. 1. 5 ~ 2013. 1. 4

2대 백옥녀 2013. 1. 5 ~ 2018. 12. 31

3대 유경화 2019. 1. 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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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남 남성 의용소방

정원/현원 30/30 소재지 강원 철원군 근남면 하오재로 2050

발대일 1956년

설치배경 및 

특징

1956년 창설된 근남 의용소방대는 1986년 12월 15일 철근콘크리트조로 2층 청사를 

건축했다. 면적은 82.5㎡이다.

 근남 남성 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1대 배홍준 -　

2대 김용성 -

3대 김재륜 -

4대 박원양 -

5대 임은호 -

6대 이은경 -

7대 백용갑 -

8대 김복열 -

9대 이성복 1997. 1. 24 ~ 2001. 1. 31

10대 박재년 2001. 2. 1 ~ 2004. 1. 31

11대 박재서 2004. 2. 1 ~ 2007. 1. 31

12대 유순태 2007. 2. 1 ~ 2012. 1. 31

13대 이한철 2012. 2. 1 ~ 2015. 1. 31

14대 박재돈 2015. 2. 1 ~ 2018. 1. 31

15대 김용선 2018. 2. 1 ~ 현재



철원소방 발자취 15년사

182 _ Cheorwon Fire Station

 근남 여성 의용소방

정원/현원 25/22 소재지 강원 철원군 근남면 하오재로 2050

발대일 2009. 1. 15

설치배경 및 

특징

2009년 창설되었고 2011년 10월 25일 철근콘크리트조로 2층 청사를 건축했다. 

면적은 24㎡이다.

 - 13회 소방기술경연대회 입상

 - 제14회 철원군 의용소방대 가족한마당 입상

 - 제15회 철원군 의용소방대 가족한마당 입상

 근남 여성 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1대 유인자 2009. 1. 15 ~ 2012. 1. 15

2대 박미영 2012. 1. 16 ~ 2015. 1. 15

3대 신명선 2015. 2. 1 ~ 2018. 1. 31

4대 허경례 2018. 2. 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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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남 의용소방  마현 지역

정원/현원 20/17 소재지 강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로 29

발대일 2003. 6. 23

설치배경 및 

특징

말고개가 있으므로 마현이라 하였으며 해방 후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4년 수복, 

1963년 철원군에 편입되었다.

 - 2006.11.9. 강원도지사 김진선 표창 수상

 - 제 16회 의용소방대 가족한마당 ‘협동제기차기’ 우승

 마현 지역대 역대 대장

1대 남원현 2003. 9. 6 ~ 2009. 2. 4

2대 장문식 2009. 2. 5 ~ 2015. 2. 4

3대 이병찬 15. 2. 1 ~ 18. 1. 31

4대 임병진 2018. 8. 31 ~ 2018. 9. 30

5대 박구영 2018. 10. 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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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등 의용소방

정원/현원 30/28 소재지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로 615

발대일 1955년

설치배경 및 

특징

1955년 설치되었고 이후 2002년 1월 30일 자등지역대에서 자등의용소방대로(대원 

30명) 승격되었다.

 - 199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단체상 수상

 자등 의용소방대 역대 대장

1대 박구성 1955. 06. 20. ~ 1958. 11. 20

2대 노철수 1958. 11. 22. ~ 1962. 06. 15

3대 원형욱 1962. 06. 20. ~ 1965. 09. 12

4대 강양모 1965. 09. 14. ~ 1967. 10. 24

5대 김석환 1967. 11. 20. ~ 1969. 10. 11

6대 박재록 1969. 10. 25. ~ 1973. 12. 05

7대 이성용 1973. 12. 22. ~ 1981. 12. 30

8대 장명찬 1982. 01. 10. ~ 1986. 05. 06

9대 김종록 1986. 05. 13. ~ 1988. 04. 20

10대 이성원 1988. 04. 25. ~ 1997. 01. 20

11대 이태진 1997. 01. 22. ~ 2001. 02. 18

12대 고경실 2001. 02. 18. ~ 2004. 01. 27

13대 김영주 2004. 01. 28. ~ 2007. 01. 28

14대 이용진 2007. 01. 29. ~ 2013. 01. 28

15대 민현식 2013. 01. 29. ~ 2019. 01. 10

16대 임우혁 2019. 01. 19.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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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청사 및 장비 현황

구분 계(명) 본대 여성대 지역대

정원 600 290 210 100

현원 499 245 165 89

과부족 -101 -45 -45 -11

비고 : 18개 대(본대 7, 여성대 6, 지역대 5)

관할 센터 총계 499명

갈말센터

갈말남성대 41명

갈말여성대 33명

계 74명

태봉센터

문혜지역대 18명

지경지역대 18명

토성지역대 17명

계 53명

동송센터

동송남성대 48명

철원남성대 42명

장흥지역대 20명

동송여성대 34명

철원여성대 27명

계 171명

김화센터

김화남성대 26명

서면남성대 30명

자등남성대 28명

근남남성대 30명

마현지역대 16명

김화여성대 27명

서면여성대 22명

근남여성대 22명

계 201명

  위에서 설명한 정원이 각 의소  구분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전문, 전담의소 의 경우 
직접 소방 활동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의소  주요 활동은 소방 활동 보조, 지원, 
캠페인 등의 홍보·예방, 봉사가 주를 이룬다. 인원현황에 이어 청사·장비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활동실적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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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소 의 청사 같은 경우 주로 안전센터, 지역  2층에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의소  회의와 기 근무를 하는 장소 등으로 활용한다.

 - 의용소방  청사 현황

의용소방대 주   소 구조
건축면적

(㎡)
청사위치

갈말의용소방대 갈말읍 명성로 229 철근콘크리트조 252.00 센터 내

갈말여성의용소방대 갈말읍 명성로 229 철근콘크리트조 66.50 센터 내

문혜지역대 갈말읍 호국로 5260 컨테이너 16.50 단독청사

지경지역대 갈말읍 지경안길 21-1 시멘트벽돌조 179.03 단독청사

토성지역대 갈말읍 토성길 86 시멘트벽돌조 48.60 단독청사

동송의용소방대 동송읍 금학로 251번길 17 시멘트벽돌조 430.89 센터 내

동송여성의용소방대 동송읍 금학로 251번길 17 시멘트벽돌조 430.89 센터 내

철원의용소방대 동송읍 금학로 251번길 17 시멘트벽돌조 430.89 센터 내

철원여성의용소방대 동송읍 금학로 251번길 17 시멘트벽돌조 430.89 센터 내

장흥지역대 동송읍 장방산길 55-1 철근콘크리트조 53.58 단독청사

김화의용소방대 김화읍 호국로 6510 시멘트벽돌조 71.73 단독청사

김화여성의용소방대 김화읍 호국로 6510 시멘트벽돌조 71.73 단독청사

서면의용소방대 서면 약수로 76 철근콘크리트조 49.92 센터 내

서면여성의용소방대 서면 약수로 76 조립식판넬조 455.57 센터 내

근남의용소방대 근남면 하오재로 2050 시멘트벽돌조 172.80 단독청사

근남여성의용소방대 근남면 하오재로 2050 컨테이너 24.00 단독청사

마현지역대 근남면 마현로 29 시멘트벽돌조 65.08 단독청사

자등의용소방대 서면 자등로 615 철근콘크리트조 371.81 지역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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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용소방  보유 장비 현황

의용소방대명
계

계 방화복 헬멧 장갑 마스크 방풍안경 랜턴 안전화

갈말남성의소대 180 8 8 40 40 40 4 40 

갈말 문혜지대 90 4 4 20 20 20 2 20 

갈말 지경지대 92 4 4 22 20 20 2 20 

갈말 토성지대 90 4 4 20 20 20 2 20 

동송남성의소대 230 10 10 55 50 50 5 50 

동송읍장흥지대

(중장비전문대)
89 4 4 20 20 20 2 19 

철원읍의소대 198 9 9 44 44 44 4 44 

김화읍의소대 225 10 10 50 50 50 5 50 

서면의소대 157 13 13 41 29 29 3 29 

서면자등의소대 146 12 12 35 28 28 3 28 

근남면의소대 157 13 13 41 29 29 3 29 

근남면마현지대 112 11 12 30 19 19 2 19 

 - 의용소방  보유 장비 지급률

의용소방대명
계

방화복 헬멧 장갑 마스크 방풍안경 랜턴 안전화

갈말남성의소대 20.0% 20.0% 100.0% 100.0% 100.0% 10.0% 100.0%

갈말 문혜지대 20.0% 20.0% 100.0% 100.0% 100.0% 10.0% 100.0%

갈말 지경지대 20.0% 20.0% 110.0% 100.0% 100.0% 10.0% 100.0%

갈말 토성지대 20.0% 20.0% 100.0% 100.0% 100.0% 10.0% 100.0%

동송남성의소대 20.0% 20.0% 110.0% 100.0% 100.0% 10.0% 100.0%

동송읍장흥지대

(중장비전문대)
20.0% 20.0% 100.0% 100.0% 100.0% 10.0% 95.0%

철원읍의소대 20.5% 20.5% 100.0% 100.0% 100.0% 9.1% 100.0%

김화읍의소대 20.0% 20.0% 100.0% 100.0% 100.0% 10.0% 100.0%

서면의소대 44.8% 44.8% 141.4% 100.0% 100.0% 10.3% 100.0%

서면자등의소대 42.9% 42.9% 125.0% 100.0% 100.0% 10.7% 100.0%

근남면의소대 44.8% 44.8% 141.4% 100.0% 100.0% 10.3% 100.0%

근남면마현지대 57.9% 63.2% 157.9% 100.0% 100.0% 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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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군 의용소방 원 중장비(굴삭기) 보유 원 현황

소  속 성  명 종  류 소  속 성  명 종  류

동송

의소대

이준원 공투6)

서면의소대
이충희 공육7)

허병철 공투 배준근 공육

임성빈 공투
자등의소대

문영덕 공투

송동재 공투 이경윤 공투

조춘모 공투
갈말의소대

박영운 공육

임성인 공투 곽영기 공투, 공육

장흥지역대 이광열 공육 문혜지역대 신성택 공투

지경지역대 이충희 공육

4) 전문의용소방대 현황

  전문의용소방 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을 사전 구성하여 현장 
활동 시 소방보조업무의 역할을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고자 함에 있다. 현재 동송 의용소방 에서 
중장비 전문의용소방 를 운용 중에 있다.

동송중장비의용소방  합동 소방훈련

6) 공투 굴삭기 : 좁은 곳에서 작업이 가능한 소형 굴삭기이다. 무게는 보통 5.5톤 정도이다. 
7) 공육 굴삭기 : 가장 많이 쓰이는 굴삭기로 무게는 13톤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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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원소방서 의용소방대의 활동

발 마사지 봉사활동 김장 봉사

산불캠페인 안전문화 캠페인

의용소방  한마음 전진 회 응급처치 경연 회

철원군 체육행사 의용소방  표단 설맞이 전통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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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말의용소방  97년 을지훈련 참가 의용소방  수상구조  발 식

집수리 봉사활동 수해현장 복구 활동

독거노인 주택 개·보수 봉사활동 태안군 기름제거 봉사활동

이웃돕기 사랑 나눔 성금 전달식 의용소방 장 이·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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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의무소방대

  의무소방 원은 현장 활동(화재·구조·구급)의 보조업무 또는 행정 보조업무를 실시한다.
  의무소방 는 2001년 3월 4일 홍제동 주택화재, 같은 해 3월 7일 부산광역시 연산동 빌딩화
재로 7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인원부족과 열악한 근무여건이 조명 받게 
되었고, 소방인력 체방안으로 군복무를 전환, 체복무제도로 2001년 8월 14일 「의무소방
설치법」를 제정, 공포해 시행하게 되었다.
  신분이 군인이고 합숙해야 하기에 시설이 갖춰진 본서에서 복무를 하며, 소방행정계 교육담당
자가 복무관리를 실시한다. 현재 철원소방서 본서에 4명의 원이 복무하고 있다.
  의무소방 원의 주요 업무는 현장 활동 보조업무로 화재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호
스전개, 사진촬 , 장비운반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현장의 위험성은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안전
장비 착용과 현장에 너무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계급 비교 -

육군 의무소방

병장 수방

상병 상방

일병 일방

이병 이방

상방 곽지운 상방 이현준 일방 안태욱 일방 노인규

  의무소방 의 복무기간은 현역 18개월에 비해 2개월이 긴 20개월이고, 계급 중 특방은 수방 중 
분 장요원으로 선발된 자가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 후 진급하게 되는데, 
법에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진급된 자는 없다. 전시에 운용될 수 있기에 법에 아직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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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가기 : 의용소방대란?

1. 의용소방대의 의의와 필요성

  구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한 의용소방  100년사 중 의용소방 의 의의 및 변천에 해 소개해 
본다.

1) 의용소방활동의 의의

  소방 현장 활동이나 홍보활동 등에 있어서 의용소방 의 역할은 표적인 자원봉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자원봉사활동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예컨  종교, 민
주주의,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정신은 타인에 한 사랑을 바탕으로 가족들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집단 간에 인류의 출현과 삶의 역사 가운데 태동하여 활동해 왔으며 인류
문명의 급속한 발전 즉, 산업화 도시화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원봉사의 의미는 의지(will)와 욕망(desire)을 나타내는 Voluntus에서 기원한다.
이것을 Voluntarism이라 하고 라틴용어로 Voluntas라 한다. 이러한 용어에 근거해서 『자원봉
사자』 란 Voluntas(자유의지)와 eer(사람)의 복합어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강제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자원봉사는 법적의무가 아닌 자유의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연 감의 하나이다. 또한 자원
봉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의 사람만이 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과 상은 매
우 넓고 다양하다.
  자원봉사의 특징으로는 사회적 연 감을 바탕으로 한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을 들 수 있다.

자발성
평등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강요 없이 오직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을 의미

공익성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활동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무보수성 보수에 대한 기대가 없어야 한다는 뜻

  자원봉사는 완전한 자유의지에 따라 타인과 사회를 위하여 무보수로 일한다는 기본정신 위에 
계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우연히 한 행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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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용소방활동의 사회적 의의

  의용소방 의 활동이 가지는 사회적 의의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현 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집단 및 기관들이 증가하는데 이에 한 적절한 욕구충
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과 인력의 부족이 그 원인중의 하나인데, 의용소방

의 활동은 이러한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의의를 갖는다.
  둘째, 의용소방 의 활동은 자발성에서 우러나온 민간 활동이고, 활동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식을 높이는 것이므로 시민참여의 한 형태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셋째, 우리사회도 국민소득의 증 와 기술문명에 의한 노동력의 체, 삶의 질 추구에 따라 여
가생활에 해 눈 뜨게 되었다. 여가는 그 사용에 따라서 건설적이고 긍정적일 수 있는 한편 양
면적으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여가를 의용소방 의 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긍정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회복지에 기여하게 되며 여가를 활용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예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의용소방활동의 필요성

  사회적 측면으로 현 국가는 원칙적으로 복지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 및 
사회에 하여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기능이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나 사실상 소방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소방행정에 한 보
완적인 역할로서 각종 봉사활동, 소방홍보 등 소방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의용소방 가 

체해 줌으로서 그 역할의 범위가 점차 확 되어가고 있다.
  개인적 측면으로 의용소방 활동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은 타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만이 아니
라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한 복지적 측면이 있다. 의용소방  활동을 통하여 지식과 기술을 체득
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인간관계의 발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궁극
적으로 인격적 성숙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성숙과 발전이 파급효과를 이루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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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용소방대 복제 소개

의용소방 장 정모(남자) 의용소방 장 정모(여자)

부 장 정모(남자) 부 장 정모(여자) 원 기동모

의용소방  정복 기동복 방한복 활동복

지휘장 깃표장 소매표장 가슴표장

금속직위표장(정복) 포제직위표장(기동복) 직위표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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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철원소방의 자연환경

 제1절 철원의 유래와 역사

  철원군은 고구려시 에 철원 또는 모을동비라 칭하 다. 신라의 경덕왕 때 철성이라 고치고, 
그 후 궁예가 기병하여 서기 901년에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풍천원(현 철원군 북면 홍원리)에 
정하고 국호를 마진이라 하 으며, 연호를 무태, 성책이라 하고 그 후 수덕만세, 정개라 정하여 
18년간 통치하 으며 서기 911년에 국호를 태봉이라 개칭 하 다. 고려 태조에(919년) 철원으로 
개칭한 후 동주로 개명하 다.
  성종 14년(995년) 을미에 단련사를 두었다가 목종 8년(1005년)을미에 이를 폐하고 현종 9년
(1018년) 동주에 주지사를 두었다. 고종 41년(1254년)갑인에 현령으로 강등하 다가 그 후 목으로 
하 다. 충성왕2년(1310년) 경술년에 다시 철원부로 하 다. 태종 13년 계사에 조선조의 통례에 
따라 도호부로 고쳤다. 세종 16년(1434년)에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이관 되었으며, 조22년
(1747년)에 춘천으로부터 진관도호부를 이설하여 3부 6현을 관할하 다.
  고종 32년(서기 1895년) 5월 26일 현칙령 제 98호로 춘천부 철원군이 되었으며, 1896년 8월 
4일 칙령 제 36호로 강원도 철원군이 되어 동별, 갈말, 서변, 신서, 송내, 관인 북면, 어은동, 묘장 
등 9개 면을 관할하던 중 강회기원 후 정 3년(서기 1914년 3월 1일) 군면폐합에 따라 경기도 
삭령군의 내문, 면 등 3개면이 철원군에 병합 서변, 동송, 갈말, 어운, 북면, 신서, 묘장, 내문, 
인목, 마장의 10개 면으로 개편되었으며, 서기 1931년 4월 1 부령 제 103호로 서변면(철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서기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되어 
철원군 전역이 공산치하에 들어갔다가 6.25동란이후 국군의 북진에 따라 일부 지역이 수복되었
으며, 서기 1963년 1월 1일 법률 제 1178호에 의거 구 김화군중 8개 읍면(김화, 서면, 근북, 근동, 
근남, 원동, 원남, 임남)이 철원군에 편입되고, 신서면이 경기도 연천군에 편입되었으며, 서기 
1972년 12월 28일 법률 제 2395호에 의거 전 철원군 북면 유정리, 홍원리와 내문면 독검리를 
철원읍에, 전 평강군 남면 정연리가 갈말면에 편입되었다.
  서기 1973년 7월 1일 통령령 제 6542호로 철원군 서면 청양리와 도창리가 김화읍에 편입되
었고, 1979년 5월 1일 통령령 제 9409호로 갈말면이 읍으로, 1980년 통령령 제 10050호로 
동송면이 읍으로 승격 4읍 7면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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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철원군 연혁

시   내    용 
고구려 시 毛乙冬非(철두루미,털두루빙)또는 鐵圓(철원)이라 칭함

신라 경덕왕 16년(757년) 鐵城(철성)이라 개칭함 

후삼국시 (901~918년) 궁예가 楓川原(풍천원)국도를 정하고 18년간 통치하 으며 국호를 摩震
(마진)이라 하 다. 당시의 이곳 지명은 鐵城(철성)이었다

고려태조 1년(918년)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국을 세우면서 옛 지명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살려 
鐵圓(철원)이라 개칭 

고려태조 2년(919년) 도읍을 松岳(송악)으로 옮기고 東州(동주)라 개칭 
성종 14년(995년) 동주에 團練事(단련사)를 둠 
목종 8년(1005년) 단련사제를 폐함
현종 9년(1018년) 직제개편에 따라 知州事(지주사)를 둠
고종41년(1254년) 직제를 낮추어 縣令(현령)을 두었다가 다시 승격시켜 牧使(목사)로 정함

충선왕 2년(1310년) 목사제를 폐지하고 鐵原(철원)으로 개칭하고 府(부)로 직제를 낮춤
공양왕 3년(1391년) 경기도에 속함
태종 13년(1413년) 철원부로 승격
세종 16년(1434년)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이관

조 23년(1747년) 춘천부의 鐵管(철관)
고종 32년(1895년) 춘천부의 진관도호부를 철원으로 이설

1896.8.4 13도 구획시 강원도 철원군이 됨
1931.4.1 철원면이 읍으로 승격됨
1945.8.15 해방과 동시에 人共治下(인공치하)에 들어감
1950.6.25 6.25동란으로 행정이 중단됨
1954.10.21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軍政(군정)으로부터 행정권 인수

1963.1.1
舊 金化郡(中 8개 읍면이 철원군에 편입되고 신서면이 경기도 연천군에 
편입됨(2읍, 9면)
- 철원읍, 김화읍, 동송면, 갈말면, 서면, 근남면, 근동면, 근북면,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

1972.12.28
북면 유정리, 홍원리와 내문면 독검리와 묘장면의 마, 중세, 산명리를 
철원읍에, 어운면의 강산리를 동송면에, 평강군, 남면, 정연리를 갈말면에 
편입

1973.7.1 서면 청양리와 도창리가 김화읍에 편입됨
1979.5.1 갈말면이 읍으로 승격됨

1980.12.1 동송면이 동송읍으로 승격됨. 현재 4읍 7개면임 
- 서면, 근남면,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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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지리적 특징

1. 지형과 지세

  태백산맥이 동북방으로 회양, 양구, 화천의 경계를 따라 남서방으로 뻗어있다. 평강군 북방
산을 수원으로 한 한탄강과 서면 근남면으로부터의 화강(남 천)이 갈말읍 북방에서 합류하여 
깊은 계②을 이룬 한탄강이 동송읍과 갈말읍의 경계를 관류하여 임진강에 유입되며, 체로 
동북방은 1,000m내외의 고봉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부와 서남방은 비교적 언덕과 평야를 이루어 
농업에 적합하여 ②창지 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2. 기후

  강원도 북서쪽에 위치하나 기후는 중앙서부 기후에 속한다. 내륙지방이면서도 고도가 높아 기
온차가 큰 륙성 기후의 성격이 강하며 지형적으로는 바람받이 지역이 형성되어 지형성 강우가 
야기되기도 한다. 략 10월 중순 쯤 서리가 내려 다음해 3월말까지 지속되며, 눈은 11월 중순
부터 다음해 3월까지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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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적

 총 면적 889.43㎢이고 둘레는 212km이며 동서의 폭은 96.4km 남북의 길이는 25.7km이다.

1) 지목별 면적

2) 읍면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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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철원군 지명의 유래

1. 철원읍

1) 화지리

 철원군 관서면의 지성인데 화전리와 천황지리를 병합하여 화전리의 화자와 천황지리의 지자를 
따서 화지리라 개칭하 으며 1954년 6월 수복 당시부터 주민들이 입주하 으며 현재 철원읍 
소재지이다.

2) 월하리

  철원군 관사면의 지역으로 월음리와 하리를 병합하여 월하리라 개칭하 다. 1998년 이후 민통
선이 북상하여 현재는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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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전리

 철원군 서변면의 지역이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관동리와 궁전리를 병합하여 관자와 
전자의 이름을 따서 관전리라 하 다.

4) 대마리

  마리는 6.25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백마고지가 보이는 곳에 위치한 마을이다. 
전쟁 후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을 재건촌 건립계획에 의거 반공정신이 투철한 150세 가 1968년에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땅으로 2009년 10월 현재 251세  65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2. 동송읍

1) 상노리

  철원군 송내면 지역으로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중리, 초 리, 이 로, 삼 로, 사 로, 상길성, 
하길성, 하동, 신흥동을 병합하여 상중리의 상자와 사 로의 로자의 이름을 따서 상노리라 하여 
동송읍에 편입되었다.

2) 오덕리

  철원군 동방면의 지역이며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외가덕, 내가덕, 오리, 월촌, 신평, 양촌, 
내홍, 외홍을 병합하여 오덕의 오자와 가덕의 덕자의 이름을 따서 오덕리라 개칭하 으며 동송
읍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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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지리

 철원군 송내면의 지역으로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오야산, 초지동을 병합하여 오지리라 개칭하
으며 동송읍에 편입되었다.

4) 이평리

 철원군 송내면의 지역이며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평리, 이장족리, 초장족리, 장포리를 병합
하여 이장족리의 이자와 장평리의 평자의 이름을 따서 이평리라 개칭하고 동송읍에 편입되었고, 
현재 철원군에서는 가장 큰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다.

5) 장흥리

  철원군의 동방면의 지역이며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방산, 부흥동, 구수동, 세 마을을 병합
하여 장방산의 장자와 부흥동의 흥자의 이름을 따서 장흥리라 개칭하고 동송읍에 편입되었다.

6) 양지리

  조 36년(1760) 당시 철원군 어은동면의 동편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양지모노리라 불리어 
오다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 98호에 의거 군, 면 폐합에 따라 행정구역이 조정될 때 양지
리로 개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예부터 지명에 걸맞게 평야지 로서 양지바르고 온화하고 
천연적, 지리적 조건을 갖춘 곳에 취락이 형성된 곳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7) 이길리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이북지역으로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4년 전쟁이 끝난 후 수복
되었으나 이곳은 군부 통제지역으로 주민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다 1971년 정연 재건촌이 정식 
입주 정착되면서 건립주택 60동에 120세 가 함께 농하여 오던 중 1979년 11월 1일 민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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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69가구 340명이 이주하 다. 1980년 갈말읍 정연리에서 동송읍 
이길리로 행정권이 분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갈말읍

1) 군탄리

  조선시 의 중요한 교통로의 풍전역으로 이곳에서 일하던 군졸들이 마시는 술막이 있어서 "군역
술막(구술막)"이라 했다. 주막의 다른 이름을 탄막이라고도 하므로 군역술막의 군자와 탄막의 탄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풍전, 벌말, 동온동을 병합하여 군탄리라 함.

2) 강포리

  1914년 지포리에 편입되었다가 1956년 방축리, 서자②, 안말을 병합하여 강포리라 하 다. 
"철원말(처런말)"은 경기도 포천군과 경계가 되는 작은 마을로 철원쪽에 딸린 마을이란 뜻의 고을 
이름이며 군탄리와의 경계를 흐르는 내천을 "작은내" 또는 "군탄개울"이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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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혜리

  문현리, 지혜리 일부와 동, 능②, 논골, 새말, 토기점지석, 엄음성, 평촌, 삼셍이 등을 병합할 
때 문현의 문자와 지혜의 혜자를 한 자씩 따서 문혜리라 하 다. 그러나 문혜리의 옛 이름은 문
열이(문여리) 다는 유래도 전해오고 있다. 그것은 이 곳의 문고개에 당시 김화와 함경도로 가는 
관문이 있어 이 곳을 통행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때문으로 풀이한다.

4) 내대리

  내 리는 주위의 산허리 안쪽에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안터"라고 하 는데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석담, 포리를 병합하여 내 리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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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사리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소후동, 내동, 외동, 송호동을 병합하여 상사리라 하 다. 옛 이름은 
이 곳에서 누에와 상전이 많았던 곳으로 위실, 아랫실로 불리웠다.

6) 동막리

  독을 만드는 도요지와 막이 있었으므로 점동, 독말 또는 동막 궁예시 군사요새지로 병 의 
막을 동편에 설치했던 곳이라 동막이라고도 전해오고 있다.

7) 신철원리

  원래 지포리에 속했던 곳인데 1954년 수복이후 철원읍에 있던 철원군청을 이 곳에 설치함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고 지포리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1956년 이를 나눠 지포리와 신철원리로 
분할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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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경리

  원래 철원군 갈말읍 지역으로서 김화군 서면 지경리에 있으므로 지경 라 하 는데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토성리에 편입되었다가 1956년 3월 26일 갈②, 불당②, 신촌을 병합하여 지경
리라 하여 토성리에서 분리되었다.

9) 토성리

  토성리는 동쪽 농경지 한 가운데 성축된 토성이 있어 그 후 사람들에게 토성리 또는 토세이
라고 불리우고 있다.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토동, 중토동, 하토동, 갈골, 분당골, 지경터를 
병합하여 토성리라 하 는데 1956년 갈골, 불당골, 지경터를 병합 분리하여 지경리로 분리 행정
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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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포리

  갈말읍 지역으로 한탄강의 지류가 되므로 지설개라 하 는데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방축리, 
서자②, 느치, 용화동을 병합하여 지포리라 하 으며 1956년 군청소재지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방축리, 서자②을 합하여 강포리로, 느치, 용화동을 합하여 신철원리로 하여 각기 독립됨.

11) 정연리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이북으로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3년 휴전이 성립되면서 평강군의 
일부지역인 정연리 일부지역이 남방에 흡수되었으며 1954년 수복지구임시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철원군에 인수하면서 1972년 평강군 남면 정연리가 철원군 갈말읍에 편입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김화읍

  고구려시 에는 부여군(夫如郡) 지역이었으며, 통일신라시  경덕왕 때에 한주(漢州-경기, 황해, 
충북, 평남일부)의 부평군(富平郡)으로 개칭되었고, 고려시  현종 9년 무오년(1028년)에 김화(金
化)로 개칭되어 삭방도(朔方道-강원지방)에 편입 동주(東州-철원)에 속해 있었고, 인종 21년
(1143년)에 다시 김화현(金化縣-監務를 두었다)의 지역이 되었다.
  조선 태종 16년(1416년) 김화현(金化縣)으로 구획되어 현감(縣監)으로 개편되면서 현내면(縣內
面)의 지역이 되었으며, 조선 고종 32년(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1895년 5월 26일 공포)로 
전국에 도(道)를 없애고 23부(府)로 구획할 때 춘천부(春川府) 김화군(金化郡) 군내면(郡內面)이 
되어 학포리(鶴浦里)와 사기막리(沙器幕里)로 있었으며, 이듬해인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
(1896년 8월 4일 공포)에 의거 13도(道)로 구획할 때 강원도에 편입되었다. 한제국 융희 2년
(1908년)에 금성군(金城郡)에 통합되었다.



철원소방 발자취 15년사

208 _ Cheorwon Fire Station

1) 학사리

  일제시 (日帝時代)인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111호(1913년 12월 29일 
공포)로 부·군·면(府郡面) 폐합에 따라 금성군을 흡수(구역변경)하여 다시 김화군 김화면(金化面)
이 되었고, 학포리(鶴浦里)와 사기막리(沙器幕里 사기점이 있었던 마을)를 병합하여 학포리의 학
자와 사기막리의 사자를 따서 학사리(鶴沙里)라 했다. 1944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
府令) 제253호에 의거 읍으로 승격되어 김화읍 학사리가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시 (日帝時代)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북위 38도를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
되어 전 지역이 공산치하(共産治下)에 예속되었으며, 1952년 12월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김화군을 없애고 창도군(昌道郡)에 흡수·통합시켰다.(북한은 1954년에 김화군을 복군 하 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여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고 국군의 북진으로 북위 38도의 
경계가 없어지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새롭게 휴전선이 형성되면서 전 지역이 수복
(收復)되어 군정(軍政)이 실시되었다.
  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350호(1954년 10월 21일 공포)에 의거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
법”이 시행되어 그 해 11월 15일 군정(軍政)으로부터 김화군의 행정권을 인수하여 관할하여 
오다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1962년 11월 21일 공포)의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으로 김화군이 철원군에 편입되었다.

2) 생창리

  일제시 (日帝時代)인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111호(1913년 12월 29일 
공포)로 부·군·면(府郡面) 폐합에 따라 금성군을 흡수(구역변경)하여 다시 김화군 김화면(金化面)
이 되었고, 노상(路上), 노하(路下), 내동(內洞), 신흥리(新興里)를 병합하여 생창리로 개칭하 다. 
1944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253호에 의거 김화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김화읍 
생창리가 되었다.



제1장 _ 철원소방의 자연환경

철원소방서 http://fire.gwd.go.kr/cw119 _  209

3) 청양리

  일제시 (日帝時代)인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111호(1913년 12월 29일 
공포)로 부·군·면(府郡面) 폐합에 따라 금성군을 흡수(구역변경)하여 다시 김화군 서면(西面)으로 
되었고 초전(草田 샛골), 연동(淵洞 늪골), 수무정(樹茂亭), 지경(地境), 장림리(長林里), 원우촌(院
隅村) 등을 병합하여 청양리로 개칭하 다.

4) 도창리

  일제시 (日帝時代)인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111호(1913년 12월 29일 
공포)로 부·군·면(府郡面) 폐합에 따라 금성군을 흡수(구역변경)하여 다시 김화군이 되어 초북면
(初北面-近北面)의 도창리(道昌里)에 초북면의 우구동(牛·洞), 험석리(險石里)와 서면(西面)의 
서업리(鋤業里)를 병합하여 서면(西面)에 편입하 다.



철원소방 발자취 15년사

210 _ Cheorwon Fire Station

5) 근북면

  일제시 (日帝時代)인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111호(1913년 12월 29일 
공포)에 의거 부·군·면(府郡面)을 폐합할 때 금성군을 흡수(구역변경)하여 다시 김화군으로 개명 
소생하여 근북면(近北面)이 되어 원북면(遠北面)의 지갑(地甲), 사동(蛇洞), 율목(栗木), 내촌(內
村), 상두촌(上斗村), 하두촌(下斗村), 두포(斗浦), 장지(長芝), 신 (新垈), 성암(城巖), 수양정(垂
陽亭), 사기점(沙器店), 건천(乾川), 단암(丹巖), 황룡(黃龍), 광연(光淵), 산현(山峴), 안장(安壯), 
상수한(上水汚), 하수오(下水汚)의 20개 동을 병합하여 금②(金谷), 백덕(栢德), 유②(楡谷), 율목
(栗,木) 두촌(斗村), 성암(城巖), 건천(乾川), 산현(山峴)의 8개리로 개편하 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시 (日帝時代)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북위 38도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
(共産治下)에 예속되었으며 1952년 12월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김화군을 없애고 창도군
(昌道郡)에 흡수·통합시켰다(북한은 1954년에 김화군을 복군 하 다). 1950년 6ㆍ25전쟁 이후 국
군의 북진에 의하여 북위 38도의 경계가 없어지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새롭게 휴전선
이 형성되면서 일부지역이 수복되어 군정(軍政)이 실시되었으나 근북면은 민간인통제선(군사분계
선 남방 15km 범위 내) 북방의 휴전선 접적지역으로 주민이 입주하지 못했다.
  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350호(1954년 10월 21일 공포)에 의거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
법”의 시행되어 그 해 11월 15일 군정(軍政)으로부터 김화군의 행정권을 인수하여 휴전선 이북
지역인 두촌(斗村), 성암(城巖), 건천(乾川), 산현(山峴)리의 4개리를 제외하고 유②리(楡谷里)와 
백덕리(栢德里)를 관할하여 오다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1962년 11월 21일 공포)에 
의거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근북면이 철원군에 
편입되었다. 1973년 7월 30일 정부의 “통일촌” 건립계획에 의거 예비군 60세 를 선발 입주 정
착하면서 마을을 되찾았으나 면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김화읍 행정관할하에 있으며, 법정리
(法定里)는 유②(楡谷), 율목(栗木), 백덕(百德), 금②(金谷)의 4개리이며, 이중 유②리만 행정리
(行政里)다. 1990년 6월 13일 철원군조례 제1309호(1990년 6월 13일 공포)로 “철원군 리의 이
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휴전선 남쪽 비무장지 에 일부가 위치한 금②리(金谷里)와 율
목리(栗木里)를 철원군으로 편입하 다.

4. 서면

  서면은 현재 2개의 법정리, 13개의 행정리 아래 85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조 중엽 
숙종 2년(서기 1676년) 2월 김화(金化) 고을에 부임(赴任)한 황후 (黃候永)이라는 현감이 현 자등 
2리에 있는 상해암(上海巖)의 마루터에 올라가 남쪽을 바라 볼 때마다 남녘하늘이 빨갛게 물들
어 있는 것을 보고 동(待同) 했던 신하에게 사유를 물은 즉, “남쪽 하늘은 원래부터 그렇게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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갛게 물들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무슨 ②절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하고 말하자 현감은 머리를 
끄덕이며 “그러면 이제부터 이곳 부락을 자등(紫等)부락이라고 부르라”고 명명(命名)했다.
  그로부터 이곳 마을을 자등(紫等)이라 칭해 오다가 해방(解放)후 부터는 현 법정지명과 같이 
자등리(自等理)로 칭하게 되었으며,  고려시 에 이곳 김화고을에서는 청기와 공장(工場) 고려자
기를 제조하여 원래 산간촌락(山間村落)이었으나 기와공장이 있어 기와가 많이 생산 되는 곳이라 
와수리 일 의 주민주택은 거의 와가일색(瓦家一色)이 다 한다. 어느 김화 고을 현감이 부임
하면서 김화 오성산 마루터에 올라 자기 고을을 사방으로 살펴보니 현 와수리 일 가 유난히도 
아름답게 눈에 띄었다. 이곳에서는 바다나 큰 호수가 없는데 잔잔한 파도의 물결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를 하인에게 물은 즉 답하기를 “저것은 물결이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기와집들이 서 
있어서 햇빛에 반사되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하고 답하 다.
  현감은 즉석에서 그곳 동리의 이름을 물결같이 보이는 기와집이 많다 하여 와수동이라 명명하

으며 법정이름도 역시 와수리로 정하게 되었다 한다.

1) 와수리

  김화군 서면의 지역으로 와수라 하 는데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수유리, 례, 무금동, 관좌를 
병합하여 와수리라 하 다. 옛날 이 고장에는 기와공장이 있어 부분 기와집이었다 한다. 이를 
김화에 부임하는 원이 산마루에 올라 이 곳 지역을 살피니 바다는 없는데 석양에 비치는･지붕들이 
마치 바다 물결치는 듯이 보인다 하여 와수리라 명칭 하 다 한다.

2) 자등리

  김화군 서면 지역으로 자등골이라 하 는데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송동, 석현, 축전, 조막동을 
병합하여 자등리라 하 다. 이 고을에 부임한 황후 이라는 원이 이곳의 상해암 마루터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남녘 하늘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무슨 ②절이 있는 것 같다며 이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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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등(紫等)이라 명명한 것이 현재 법정리 제정시 자등리(自等理)로 기재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6. 근남면

1) 마현리

  김화군 근남면의 지역으로 말고개가 있으므로 마현이라 하 으며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보토목, 
원동, 고비목, 수침동, 추동, 용제동, 마산, 니둔지를 병합하여 마현리라 하 으며 해방 후 공산
치하에 있다가 1954년 수복,1963년 철원군에 편입되었다.

2) 사곡리

  김화군 근남면의 지역으로서 "모래올" 또는 사②이라 하 는데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사②,
하사②, 당현, 안양동, 아사리, 후동, 원동, 봉춘리를 병합하여 사②리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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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단리

  김화군 근남면의 지역으로 엿다니 또는 육단이라 하 는데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수피, 문수
동을 병합하여 육단리라 하 다.

4) 잠곡리

  김화군 근남면 지역으로 마을입구에 있는 산이 누에처럼 생기었다 하여 누에울 또는 잠②이라 
하 으며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간촌, 도덕동, 방화②을 병합하여 잠②리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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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철원군 시대별 사진

1. 1910년 ~ 20년대

◀ 1914년 경원선 부설과 철원역 준공

  경원선은 서울–원산 간을 잇는 총길이 223.7㎞로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군사목적과 가원수탈
을 목적으로 1914년 개통하 다. 사진은 일제 
강점기 학생들이 수학여생을 하고 경원선에서 
금강산 전철로 갈아타기 위해 기다리는 장면

▶ 1920년 철원 제일감리교회 설립

  철원 제일감리교회는 철원지역을 표하는 기
독교 교회로 1920년 철원 최초로 붉은 벽돌로 
건축 되었다. 신도 수는 500명에 달했으며 일제
치하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공산치하에서는 반공
투쟁이 활발하 다.

◀ 1923년 봉래호 저수지 준공

  일제 강점기 철원평야의 논농사는 봉래호 저
수지 때문에 가능하 다. 6.25전쟁 후 김일성이 
물줄기를 황해도 쪽으로 돌리자 남측에서는 토
교저수지와 농업용 저수지를 철원지역 곳곳에 
건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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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30년대

◀ 1930년대 철원평야 개척

  철원평야는 화산폭발로 탄생한 용암지 로 
강원도 제일의 ②창지 이자 전국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철원오 쌀이 생산되는 곳이다. 일제는 
지리와 교통의 요충지로 철원에 많은 시설을 
건설하 다.

▶ 1930년대 철원평야 개척이주민

  경북 여천, 상주로부터 올라온 철원평야 개척 
이주민들이 동송읍 오덕리에 집단 거주촌을 형성
하 다. 사진은 당시 중앙수리조합원들이다.

◀ 1930년대 한다리 준공과 다리 밟기

  예로부터 정월 보름날 철원읍과 동송읍 주
민들이 횃불싸움과 투석전을 벌이고 있다. 지는 
쪽이 교천에 솥다리를 놓고 완성되면 보름달 
아래 최고 장수 노인을 선두로 주민들의 안녕을 
비는 다리 밟기를 하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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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년 금강산 전기철도 완공

  금강산 전기철도는 1919년 착공하여 1931년 
까지 철원~내금강 전 구간 116.6Km를 개통하

다. 부설목적은 구간 내 전략물자 수송과 서
울의 금강산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었다.

  

◀ 1933년 강원도립 철원병원 건립

  구철원읍 사요리에 위치한 벽돌 건물로 연건평 
460평 병상 60개 의사 15명이었으며 당시 도내 
유일한 병원으로써 6.25때 소실되었고 현재는 
유지만 남아 있었다.

3. 1940년 ~ 50년대

▶ 1940년대 철원출신 독립운동가 활약

  철원출신 독립운동가로 박용만, 이봉하, 이강훈 
등이 있다. 사진은 1963년 철원중고 교정에서 
치러진 독립운동가 이봉하 선생님 장례식 장면
으로 운구행렬이 교정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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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해방과 남북분단 및 소련군 진주

  1945년 8월 소련군이 철원에 진주하고 지하 
공산주의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1946년  3월 
5일 공산정부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준거한 토지개혁을 전격 실시하 다.

▶ 1946년 공산치하 노동당사 건립

  강원도 도청소재지인 춘천이 38선 이남 이
기에 철원군을 북 강원도 인민위원회 소재지로 
정하 다. 1946년 노동당사 건설부역에 철원 
주민이 동원되고 건립 성금으로 쌀을 걷어 내
기도 하 다.

◀ 1948년 공산치하 승일교 공사

  승일교 공사는 전면남침을 위한 교두보확보
를 위해 공산치하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 공산
정부는 철원군 전역에 노력동원령을 시달했고 
성인 1인당 20일 가량 공사장에 나갔다.

◀ 1950년 6.25전쟁 발발(국군진주)

  철원주민 증언에 의하면 6.25전쟁은 분명한 
남침전쟁이었다. 1948년부터 승일교 공사는 시
작되었고 철원~연천~서울 간 도로공사가 시작
되었다. 군수물자 수송증가로 일반인들은 한동안 
금강산 전기철도를 탈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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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년 6.25전쟁(중부전선 고착, 제한작전)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개시된 이후 백마고지 
등에서 수십 차례 탈환과 퇴각을 반복하는 치
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사진은 갈말읍 상사리에
서 미군 포병의 포사격 장면이다.

▶ 1951년 6.25전쟁(KSC노무대)

  철원피난민 1차집결지인 포천 문하리에서 젊은
이들을 차출해 전방에서 전투 중인 미군을 지원
하는 노무부 를 편성하 는데 이것이 바로 KSC의 
시초이다. 사진은 승일교 공사에 동원된 노무부

원이 위문공연을 관람하는 장면이다.

◀ 1952년 승일교 보수공사

  1948년 시작된 승일교 공사는 6.25전쟁으로 
중단 되었다. 1952년 4월 미군 공병 가 투입
되어 5개월 만에 완공하 다. 전면남침을 위해 
인공부 가 공사를 시작하 고 그 반 인 미국이 
완공을 하 지만 아직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1953년 전쟁 직후 구철원 시가지

  6.25전쟁으로 인구 2만의 도시가 완전히 사라
졌고 신 군용천막과 구호주택이 들어섰다. 뿔
뿔이 흩어졌던 철원 주민들이 다시 고향을 찾은 
수는 전체에 20%에도 채 미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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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6년 수복 후 전방 일일영농 출입

  전쟁은 끝났지만 DMZ가 들어서며 민간인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었다. 1954년 10월 21일 행정
권이 민간으로 이양되었지만 출입은 극히 제한적
이었다. 이른 아침에 농사를 지으러 들어갔다가 
해지기전에 나와야 했다.

▶ 1959년 오덕초등학교 개교

  오덕초교는 1930년 동송공립보통학교로 인가
되어 6.25전쟁으로 전소되고 1954년 이평리로 
이전 동송초교로 개교했다. 철원군의 개교 순위는 
철원초교(1899), 문혜초교(1920), 동송초교(1930), 
장흥초교(1935), 잠②초교(1928), 신철원초교(1954), 
김화초교(1954), 서면초교(1954), 와수초교(1955), 
오덕초교(1959) 순이다.

4. 1960년 ~ 70년대

◀ 1968년 민북마을 대마리 입주

  남북간 체제경쟁이 치열했던 1968년 마리 
재건촌에 반공정신 투철한 제 군인과 지역주민 
150세 를 선발하여 입주시켰다. 사진은 마리 
입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최신식 경운기 
15 를 철원읍사무소에서 수령해가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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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철원군 초등학교 체육대회

  1970년  철원지역에서는 각 초등학교 별로 
해마다 항전을 실시하 다. 철원군민의 호응이 
상당하 으며, 특히 오덕초교·장흥초교 고적 가 
각광을 받았다.

▶ 1971년 새마을 운동(도로포장, 교량건설)

  1971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기치 아래 남녀노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사진은 서면 와수3리 주민
들이 진입로 정비 사업을 벌이는 장면이다.

◀ 1972년 새마을 운동(지붕개량)

  마을 공동사업추진과 함께 슬레이트 지붕교
체, 담장공사 등 개량사업이 적으로 실시되
었다. 당시 관공서에서 집집마다 지붕의 색을 
지정했다고 한다.

▶ 1973년 유곡리 통일촌 입주

  1970년  이스라엘 ‘기브츠’를 모방해 만든 
유②리는 전선방위는 물론 북한 우위성을 입
증하기 위해 건설된 통일촌이다. 정부가 주도적
으로 건설한 통일촌은 가구당 500만 원 이상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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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제2땅굴 발견

  1975년 3월 19일 철원 북쪽 13Km에서 발견된 
제2땅굴은 1시간에 약 3만 명의 병력 및 야포 
등이 통과할 수 있다. 발견당시 한국군 7명이 
희생되었다.

▶ 1979년 갈말읍 승격기념식

  1979년 갈말면이 갈말읍으로, 1980년도에는 
동송면이 동송읍으로 승격되었다. 이로써 철원
군은 4읍 3면 체제를 갖추게 되고 현재에 이르
게 되었다.

◀ 1979년 현충탑 완공

  현충탑은 당시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군민
성금 1500만원, 소유부지 개인희사군부  지원 등 
민.관.군 합동으로 이루어낸 성과 다. 2009년 
10월 철원군 도로명 새주소위원회에서는 현충탑 
앞 도로는 ‘궁예로’라 명명했다.

▶ 1970년대 갈말 예비군 중대 발대식

  사진 속 발 식이 열리는 장소는 신철원리 
시장 안에 있었던 문화관이었다. 당시 화상 , 
공연장으로 쓰이는 장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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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0년대

◀ 1988년 월정리 철의 삼각 전망대 준공

  월정리역은 경원선 남쪽지역 최북단 역으로 
월정리역이 개통되는 날은 통일전야일 것이다. 
지금은 철원두루미 전시관으로 리모델링되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 1988년 태봉제

  태봉국의 수도 던 철원은 해마다 추수가 끝
나면 풍년농사를 자축하고 향토문화의 계승발
전을 기리며 매년 철원군 수복기념일인 10월 
21일 태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 철원 길병원 개원

  1984년 철원군과 의료법인 길병원은 자매결연 
하여 정기적으로 철원관내에서 의료봉사 활동
을 펼쳐왔으며 1988년 철원군에 건립된 최초의 
종합병원이고 가천의과 학과 동일한 재단이다.

▶ 1989년 고석정 철의 삼각 전적관 준공

  철의삼각지전적지개발 사업은 1976년 철원군이 
입안한 안보관광지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교통
부가 국민관광지로 지정하 고 1989년 고석정
을 국내 최  안보교육장인  철의삼각전적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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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90년 ~ 2000년대

◀ 1996년 대규모 수해 발생

  1996년 7월 26일부터 쏟아진 집중 호우는 
철원군을 졸지에 물바다로 만들었다. 3일간 
715mm의 강우량으로 사망실종 8명 2300억 원 
재산피해가 났다. 김 삼 통령은 복구에 만전
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 DMZ 국제평화마라톤 개최

  세계 유일 분단국 한민국 휴전선 접경지 
철원군에서 통일을 염원하며 달리는 것이 DMZ 
국제평화 마라톤이다.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제평화마라톤은 철원평야의 광활함을 느낄 
수 있다.

◀ 쉬리마을 다슬기 축제

  행자부의 살기 좋은 마을 사업 상으로 선
정된 김화읍 쉬리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슬
기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다슬기 축제는 마
을축제를 넘어 철원의 축제 한민국의 축제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 DMZ 생태평화비전 선포식

  환경부와 강원도는 DMZ 일원 생태·문화자원 
조사 및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신청 
등을 골자로 하는 선포식을 2008년 9월 26일 
철원 평화전망 에서 가졌다. 이후 2009년 월
정리역에서 평화문화광장 기공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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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가기 : 철원9경

철 원 9 경

학저수지학저수지학저수지
여명여명여명

  학저수지 일 에 서식하는 동식물 탐방과 주변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2013년 생태탐방로를 조성

하게 되면서 4.5km 구간의 탐방로와 연결교량 1개소를 설치했다.

  데크 및 돌망태, 전망정자,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한여

울길 6코스로 조성하면서 관찰 데크와 자연 길을 따라 여유로움을 

느끼고 사진작가들에겐 별의 일주운동을 담아내는 장소가 되었다.

  겨울이면 저수지 풍경과 함께 기러기, 오리가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학저수지를 포함한 쇠둘레 평화 누리길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로 선정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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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산소이산소이산
재송평재송평재송평

  소이산은 평야에 우뚝 솟은 362m의 작은 산으로 때 묻지 않은 

자연과 넓은 평야를 내려다보는 정상의 전망은 그 위용을 자랑한다. 

재송평(裁松平)은 세종실록 95권, 세종23년 3월 7일에 평강현(平

康縣) 노벌(蘆伐)에서 사냥 구경하고, 세종 왕이 율평(栗平)에서 

사냥하고 재송평(裁松平)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으며, 누른 띠풀이 

시야 끝까지 깔려있 다고 하였다.

  야잔평(大也盞坪)과 함께 조선시  강무장(講武場, 군사 훈련

이나왕의 수렵을 위하여 벌목이나 경작 등 일반 백성 의 이용을 

금지했던 산림)이었다. 현재 소이산은 생태숲 녹색길로 조성되어 

자연 그 로의 오솔길을 걸으며 생태환경을 느낄 수 있으며, 재송

평은 드넓은 평야로 봄철 풍광은 마 치 염전에 물을 담아놓은 듯 

한 착각을 느끼게 하며 품질 좋고 밥맛 좋은 철원오 쌀을 생산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매월대 매월대 매월대 
폭포폭포폭포

  매월 는 생육신의 한사람인 매월당 김시습(梅月堂 金時習)선

생과 8의사가 수양 군의 왕위찬탈에 비분한 나머지 관직을 버리고 

이 일  산촌으로 은거하여 소일하던 곳으로, 복계산 기슭 해발 

595m 산정에 위치한 깎아 세운 듯한 40m 높이의 층암절벽(일명 

선암)을 말한다.

  전설에 따르면 아홉 선비는 이 암반에 바둑판을 새겨놓고 바둑을 

두며 단종의 복위를 도모했던 곳이라 전해온다. 그 후 사람들은 

이 바위를 김시습의 호를 따서 매월 라 부르게 되었다.

  매월  정상에서 동쪽으로 1km 정도에는 매월 폭포가 있어 

사계절 장관을 이루는 명소이며, 매월 가 있는 복계산은 철원 

지역에서 북한 지역이 내려다보이는 명산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

도권에서는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산행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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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담계곡순담계곡순담계곡
  조선조 영종, 숙종때(서기 1771~1767년) 갈말읍 문혜리 출신인 

유척기(兪拓基)공이 당쟁(黨爭)으로 이곳에 유배정양(流配靜養)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 유배가 풀려 상경(上京)한 후에 상신을 지낸 

김관주(金觀柱)공이 신체상의 질병으로 전국에 요양할 곳을 물색

하자 순담계곡을 천거하였다고 한다. 

  김관주 공은 자연의 신비와 조화에 탄복한 나머지 여기에 연

못을 파고 정양제(요양시설)를 지었다. 한편 충북 제천 의림지에서 

순약종자(蓴藥種子, 특효를 지닌 약 초의 일종)를 이식 재배하여 

복용하면서 10여 년간 이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순담은 이때 이름붙인 것이며 고석정과 함께 지방기념물 8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직탕폭포직탕폭포직탕폭포
  직탕폭포(直灘瀑布)는 한탄강 협곡의 기암절벽 사이에 자연적인 

일자형 기암으로 이루어진 폭포로 그 웅장함과 기묘함, 그리고 

이국적인 아름다움과 신비경을 이루며,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철 

얼음 속으로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도 장관을 이룬다.

  한탄강의 맑은 물과 풍부한 수량 등으로 자연미가 넘치는 이 

폭포는 고석정에서 2km 정도 상류에 있으며, 규모는 폭 80m, 높

이 3m로 일명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로 널리 불리고 있다.

  여름철에는 이곳 자연의 풍치를 찾아 전국의 많은 가족 단위 

관광객과 낚시꾼이 찾고 있는 곳이다.

  또한, 태봉교에서 한탄강 절경을 즐기며 번지점프의 아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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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소송대소송대소
주상절리주상절리주상절리

  송 소에 위치한 주상절리의 형태는 뜨거운 용암이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 수직으로 쪼개짐이 발생하여 만들어졌으며 체로 

5~6각형의 기둥형태가 흔하다, 철원은 용암분출지로서 옛 하천을 

따라 현무암(용암)이 흐르고, 이 현무암을 하천이 다시 깎으면서 

절벽을 만든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관찰할 수 있다.

  철원이 자랑하는 수직절벽은 무엇보다 높이 30m 위용을 자랑

하고, 그 절벽 높이보다 더 깊어 보이는 비취색 한탄강물과의 조

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이 절로 나오게 한다.

  또한 꽁꽁 얼어붙은 한탄강의 물줄기를 따라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강위를 걸으면서 보는 푸른 하늘과 그 위로 반영되는 모

습은 마치 구비 치듯 돌아서는 한탄강과 잘 어우러진 협곡의 풍

경이라서 더욱 신비롭기만 하다

고석정고석정고석정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고석정은 한탄강 중류에 위치한 

철원구경의 하나로 강 중앙에 10m 높이의 거 한 기암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 특이한 남한 륙의 유일한 현무암 분출지이며 

조선조 초기 임꺽정의 활동무 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 많은 전설

이 전해지고 있다.

  이 곳에서 상류로 약 2km 지점에 직탕폭포와 하류 약 2km 

지점에 순담이 위치해 있으며 넓은 잔디광장과 기계 놀이시설 등

이 있어 어느 때나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다.

  또한 시설물관리사업소(구 한탄강관광사업소)가 있어 안보관광도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의 최적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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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연삼부연삼부연
폭포폭포폭포

  삼부연 폭포는 철원군청에서 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명성

산 중턱의 조용한 계곡에 있는, 높이 20m에 3층으로 된 폭포로 

철원구경 중의 하나이다.

  사계절 마르지 않는 물과 기이한 바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키며 폭포의 물 떨어지는 곳이 세 군

데 있는데 그 모양이 가마솥 같다하여 삼부연이라고 부른다. 

  이곳에서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어 동네 이름을 용화동이

라고 부르고 있으며 상류 3km 지점에 용화저수지가 있고 예부터 

가뭄이 들면 폭포 밑에 단을 차려놓고 기우제를 지냈다.

  현재는 철원군민의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변에 

식당이나 매점 등 편의시설이 없어 경관이 매우 청결하다.

용양늪용양늪용양늪
  DMZ남방한계선 내에 조성된 농업용 저수지인용양보는 일제강

점기에 건설된 금강산전기철도 교각을 사용하여 건설되었으며, 보 

자체가 옛날 철교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근  문화유적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용양보 늪에는 

왕버들 군락이 분포되어 있는 등 갖가지 동식물의 낙원이자 수생

식물의 보고로서 아름다운 습지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용양보 한가운데에는 전쟁 후 DMZ 경계근무를 섰던 병사들이 

오가던 출렁다리가 세월의 풍상에 낡고 떨어져 이제는 지지 가 

되는 철선만이 앙상하게 남아 있다. 하지만 용양 늪에는 계절별 

두루미, 가마우지, 고니, 청둥오리, 쇠기러기 등의 철새들이 찾아

오는 자연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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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방의 역사

 제1절 광복 이전의 소방

  1426년(세종 8) 조선시 에서는 화재를 예방·순찰하고, 화재진화를 전담하는 관청인 금화도감
을 설치하 고, 이후 성문도감과 합하여 기능이 확 된 수성금화도감으로 개편하 다.
 또한 1481년(성종 12)에 수성금화도감을 수성금화사로 고쳐 설치하 으며 1485년(성종 16)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국 전에 금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수성금화사는 상설기구가 되었다.
  그러나 1637년(인조 15)에는 금화사의 필요성이 약화되어 왕명으로 완전히 폐지되었고 화재에 
관한 업무는 상설 관청 없이 한성부와 지방관청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1895년(고종 32) 4월 29일 경무청관제(칙령 제85
호)를 재가·반포하여 한성부 5부의 소방에 관한 일은 
경무사가 내부 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총괄하도록 하

고, 수재와 화재, 소방에 관한사항은 경무청 총무국
에서 담당하도록 하 다.
  1910년 일본의 한제국 강점 이후 경성부 내의 소
방조직으로는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소속의 상비소
방 가 있었고, 그 상비소방 원들은 소방수힐소8)에 
배치되었다. 또한, 민간단체로서 현업에 종사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만 동원되는 소방조가 있었다.
  1912년 6월 1일 총독부경무총감부는 경성부 내에 
5개의 상비 소방수힐소를 설치·운 하 고, 부령을 발
령하여 7월 1일경성소방조에 상비 를 설치하 으며 
상비 원들에게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 다.
  1915년 6월 23일에는 「소방조규칙」이 시국의 소방
조는 경찰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되었다.

8) 소방수힐소는 경성소방서가 설치된 이후 소방수파출소로 개편되었다.

경성소방서(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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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년 8월 20일 조선총독부 관제 개편과 함께 헌병경찰제가 폐지되고 보통경찰제가 실시
되면서 기존의 경무총감부는 경무국으로 개편되었다. 경찰권은 도지사에게 이양되었고 헌병보조
원과 순사보제도가 폐지되었다

• 조선총독부 경무국 조직도(1919.8.20.) •

경무과 보안과고등경찰과 위생과

총   독

경무국

  자료 : 소방방재청, 2009, 『한국소방행정사 』

  1919년 이후 경무총감부가 총독부 내의 경무국으로 개편되면서 도 경찰부는 도의 내국 제3과인 
경찰과로 되었다. 도 경무부(경찰부) 내에는 경무과, 고등경찰과, 보안과 및 위생과의 4과를 두었고 
소방사무는 보안과에서 분장하 다, 이로써 지방소방행정은 1919년 이후 도경무부(경찰부) 보안과, 
경비과에서 차례로 담당하 으며 지방소방행정의 시초라 할 수 있다.
  1939년 총독부 경무국 내에 방호과를 설치함에 따라 도 경찰부에도 방호과를 두고 도 소방사무 
분장은 방호과에서 담당하 으며 1943년 경무국 방호과를 경비과로 개편함에 따라 도경찰부에도 
경비과를 두과 경비과에서 소방사무를 담당하 다.

1920년  철원 의용소방조

 청사(망루에 걸린 일장기)

일제강점기 

철원 의용소방조 장비사열

일제강점기 

철원 의용소방조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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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보는 소방상식

우리나라 근대 소방장비의 변천사

  1397년(태조 6년) 수성금화사에서 드므와 구화기를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소방 장비 기록의 시초다. 1793년(경종 3년) 

중국으로부터 수총기를 도입했는데, 이는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최

초의 소방용 방수장비다. 1891년(고종 28년) 수룡이라는 장 비로 

화재를 진압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 도입된 장비로 추측

된다.

  1908년 궁정소방대에서 완용펌프가 도입되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1912년 경성소방조가 스웨덴 스톡홀름으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동력소방기계인 가솔린펌프 한 대를 수입했고 수동펌프를 대체했다. 

1920~45년 가솔린펌프를 운반하던 마차가 점차적으로 자동차로 

대체되었고 소방펌프자동차로 발전하였다.

  6·25전쟁 이후에는 정부에서 미군 잉여차량을 소방차로 개조해 

사용하였다. 1963년에는 국내 업체 서울진흥공업사에서 진흥소방

펌프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서울에는 대한손해보험 협회의 

지원금으로 16m 굴절사다리차, 배연차, 32m 고가사다리차가 배치

되었다.

  1971년 대연각 호텔 화재 이후에는 일본제 이스즈 고압펌프, 서

독제 마기루스 44m 고가사다리차, 중화학 차 등이 수입되어 주요 

대도시에 배치되었다. 1976년 동아자동 차에서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굴절사다리차 등 최초의 국산 소방차를 생산하였다.

  또한 각종 화재 참사를 겪으며 소방장비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고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소방 장비 보강기준을 마련

하고 소방장비관리기준을 제정하여 효율적 인 장비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83년 46m 고가사다리차가 국산화에 성공했다.

  1998년 서울소방본부에서 61m 대형고가 굴절차를 도입해 아시아 

최초로 초고층 인명구조 장비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 현재는 고

가차, 굴절차, 고성능화학차 등 모든 차량이 국내 생산되고 있으며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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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미 군정기 소방조직
 
  광복 후 같은 해 10월 21일 국립 경찰이 창설되면서 경무국에는 총무과, 공안과, 조사과, 통신과 
등 4개 과가 설치되었고 소방행정은 통신과에서 담당하 다. 강원도에는 도지사 산하에 경찰부를 
두고 그 밑에 경무과, 보안과, 형사과, 경비과, 정보과, 위생과 등 6개 과를 두었다.
  소방업무는 보안과에서 담당하다가 1945년 11월 도 경찰부 내에 소방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과를 설치하면서 소방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미 군정청은 소방업무의 자치단체 관리를 위하여 1946년 4월 10일 군정법령 제66호로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 창설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중앙에 중앙소방위원회를, 각 도에는 소방위원회를, 
각 시·읍·면에는 소방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 다.
  그 동안 경찰에서 취급하던 소방업무를 중앙 및 도(道)에 소방업무 집행기관인 소방청을 설립
하여 소방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게 하 고, 경찰에서 관장하던 문서·재산 및 인원을 모두 각 
시·읍·면 소방부로 이관하는 등 소방조직은 경찰조직과 완전히 분리되었다.

1. 강원도 소방청 설치

  1946년 4월 10일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강원도 소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 다. 위원회는 소화 및 방화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5명을 도지사가임명하여 
구성하 고 그 중 1명은 서기장으로 보하 다. 1947년 4월 1일 강원도소방위원회 사무집행기구로 
소방청을 신설하 으며, 그 하부조직으로 소방과와 예방과를 두고 강원도 내 소방업무를 총괄
하 고 독립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내 모든 시·읍·면에 소방부를 설치하 다.

• 강원도 소방위원회 조직도 •

소방과 예방과소방주(시, 읍면) 

강원도 소방위원회

강원도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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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서의 설치

  1946년 강원도에서는 「군정법령」 제66호 및 강원도소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46년 12월 
15일 춘천·강릉·삼척·주문진· 월·북평 등 6개 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하여 지역 소방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 는데 이때부터 강원도에 소방서가 설치되기 시작하 다.
 1946년 강원도는 경상북도(12개소)와 경상남도(10개소)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소방서
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광업·어업 등이 발달된 지역적 특성과 소방에 한 관심과 투
자가 많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1947년 3월 4일자 「조선일보」 2면 기사 내용에 의하면 “춘천부에서는 춘천소방서를 신설
하게 되어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동서광장에서 개청식을 거행하 다. 윤원규(尹元奎) 소방서
장의 개회사를 비롯하여 도지사와 네 번에 축사가 있어 성 히 식을 마쳤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당시 소방서 개서는 지역의 큰 관심사 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군정시  장갑차를 이용한 소방홍보

(침소에서 담배를 피지 마시오!)

미군정시  방화복 용으로

착용되었던 가죽 방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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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정부수립 및 6.25전쟁과 소방

1. 정부수립과 소방

  1948년 8월 15일 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미군정시 의 자치소방조직은 경찰조직으로 
흡수·통합되었고 소방행정도 다시 경찰행정의 한 분야가 되었다.
  1948년 9월 3일 통령령 제3호 「남조선 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에 의거 중앙소방
위원회를 인수한 내무부는 동년 11월 4일 통령령 제18호 「내무부직제」에 의하여 기구를 개편
하 는데, 소방업무는 치안국 내 소방과에서 분장하도록 하 고, 도(道)에 설치되어 있던 강원도 
소방청은 지방경찰국에 통합되었으며, 경찰국 내 소방과를 설치하여 소방업무를 관장하도록 
하 다.

• 1940년대 후반의 강원도 조직도 •

내무국

강원도

문교국 사회국 산업국 경찰국

소방국

  1950년 3월 31일 통령령 제304호로 「내무부직제」가 개정되어 내무부 치안국 산하의 소방과가 
보안과 산하의 소방계로 축소되면서 강원도 소방과도 1950년 4월 1일자로 폐지되었고 경찰국 
보안과 소방계로 축소되었다. 소방계에서는 그 아래에 소방반과 기술반을 두었고 소방에 관한 
계획, 소방홍보, 소방기구와 약품의 성능 조사연구, 소방협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 다.
  미군정하에서는 강원도의 6개 소방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50개의 소방서가 있었으나 1950년 
5월 27일 통령령 제361호 「시·도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에 의거 27개 
소방서가 폐지되었고 전국에는 23개 소방서만 존치하는 조직정비를 단행하 다.
  이로써 강원도에는 인원 22명과 장비 4 를 보유한 춘천소방서만 존치하게 되었고 강릉·삼척·
주문진· 월·북평 등 나머지 5개 소방서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경찰서장이 소방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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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25전쟁과 소방

  6·25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과 접하고 있는 강원도는 전쟁 초기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시작
하 고 강원도의 행정기관은 물론 소방관서도 그 기능을 거의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소방력 소개와 복귀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소방청사와 소방차량 등 부분의 장비가 소실
되어 소방행정은 거의 마비되는 시기 다. 한편, 춘천소방서의 6·25전쟁 상황을 살펴보면 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38선과 인접한 춘천이 함락위기에 이르렀고, 같은 해 6월 26일 춘천소방서장 지
성규(池聖圭) 경감의 지휘 하에 소방력 이전을 시작하 다. 춘천소방서는 원주·청주 등을 거쳐 7
월 20일 구에 도착하 고 구소방서 뒷마당에 천막을 설치하면서 피난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난 중 충북 청주에서 시보레 화물차 1 를, 구에서 휘트소방차 1 를 군(軍)에 징발 당함
으로써 당시의 보유 장비는 휘트소방차 1 와 3륜 소방펌프차 1 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춘천소방서는 구소방서와 합동으로 크고 작은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열악한 장비와 인력
으로 화재진압, 급수지원 등 불철주야로 민봉사활동을 실시하 다.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고 같은 해 10월 4일 춘천으로 복귀하게 되었으나 전세가 
아군에게 불리해지면서 춘천 지역이 공격을 받게 되었고 같은 해 11월 9일 다시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으로 2차 피난을 갔다가 2월 5일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 11월 27일 중 공군의 
개입으로 원주 이남까지 적군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구소방서로 3차 피난을 하게 되었다.
  전세가 유리한 상황에 이르자 춘천소방서는 1951년 5월 13일 원주로 복귀하여 체류하 다가 
같은 해 7월 25일 춘천으로 완전히 복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난과 복귀를 반복하는 동안 
청사와 소방차량은 적군의 공격으로 소실되거나 파손되어 소방력이라고는 소방인력밖에 없었다.
  이 때 춘천소방서 직원들은 미군 등 연합군이 폐기한 차량부품을 수집하여 시보레급수차 1 , 
화물차 1 , 지프차 1 를 직접 조립하 고 반소된 휘트소방펌프차를 정비하는 등 소방장비를 
보강하 으며 각종 화재현장 등에서 소방활동을 전개하 다. 이러한 소방관들의 노력의 결실로 
1952년 12월 26일 통령령 제731호 「소방서의 등급구분 제정에 관한 건」에 의하여 춘천소방서
가 1급서로 승격되었고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소방공무원의 감원 없이 22명의 소방공무원 
정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1953년 12월 5일 춘천시 소양로3가에 50만환의 공사비와 직원
들의 노력으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조직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6·25전쟁 당시 소방조직은 경찰국 산하에 있었으므로 소방공무원들도 경찰과 합동으로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1950년 7월 3일 춘천시 석사동 춘천사범학교(현 춘천교육 학교) 부
근에서 있었던 경찰합동 적 전투 중 소방사 김사림이 전사하 고, 1950년 11월 18일 북한 인
민군 패잔병이 춘천에 재침할 당시 소방사보 김 근이 춘성군 서면 당림리에서 전투를 벌이다 
전사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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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6·25전쟁 후 소방조직

  6·25전쟁 이후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화재진압 업무를 관설 소방조직만으로 
감당하기 ⑤란하 으며 소방조직의 보조조직으로서 의용소방  설치의 필요성이 두되기 시작
하 다. 1953년 7월 23일 민병 가 설치되면서 해산되었던 의용소방 가 1954년 1월에 시·읍·
면 단위로 새롭게 신설되었다.

• 중앙 및 강원도 소방조직(1955) •

중앙소방조직 강원도 소방조직

지방국 치안국 건설국 도 경찰국

경비과

소방계

경비과

방호계

춘천소방서

  1955년 2월 17일 통령령 제996호 「내무부직제」의 개정으로 소방조직에 변화가 있었는데 
중앙소방조직은 내무부 치안국 보안과에 소속되었던 소방계가 경비과 방공계와 통합하여 방호계로 
개편되었고,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 경찰국에는 1955년 3월 9일 보안과에 있던 소방계를 
경비과로 이관하여 소방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강원도 소방조직은 1계 1소방서가 
고작이었다.
  이러한 소방조직은 당시의 소방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초라하 고 소방공무원 
부족 등 소방력 운 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읍·면 의용소방 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게 
되었는데, 1955년 당시 강원도 내 소방공무원은 39명에 불과했으나 의용소방 원은 6,689명으로 
확 되었다.
  한편,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 「소방법」 제정, 같은 해 7월 4일 통령령 제1382호 
「소방법 시행령」 제정, 같은 해 8월 18일 내무부령 제59호 「소방법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경찰서
에서 관장하던 건축물·인화물질(위험물) 관계사무 일체가 소방서로 이관되면서 현장진압 업무만
을 담당하던 소방서에서 화재예방과 관계되는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더불어 소방행정 
조직이 확 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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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1960~70년대의 소방

1. 1960년대

  정부수립 이후 경찰의 산하 기구로 운 되던 소방조직은 1960년 4월 19일 학생운동과 1961년 
5·16군사정변 등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경찰행정 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소방공무원 
증원과 예산 확보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상황이었다. 
  6·25전쟁으로 파괴된 국가 기반시설의 재건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다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
력은 후진국 수준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국가에서 
지출되는 운 경비가 절  부족하여 부분을 지방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고 소방행정에 한 
관심과 투자는 미미한 편이었다. 그러나 「소방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소방행정 사무가 증가하
고 1961년 10월 2일 「내무부 직제」를 개정, 치안국에 다시 소방과를 설치하여 방호계와 소방계
를 두고 민방공·소방·수난구조 및 방호사무를 분장하 다.
  1960년 6월 28일에는 국무원령 제7호로 「소방서 직제」를 개정하여 춘천소방서장을 총경에서 
소방령으로 조정하 으며, 1965년 6월 22일에는 내무부 공무원 정원 중 소방서 정원개정에 따
라 춘천소방서의 정원을 18명으로 감원하기도 하 다.

60년  물탱크 차량
60년  총검술을 익히는 

춘천소방서

60년  소방서에 배치된 

픽업트럭

  한편, 1950년 5월 27일 강릉·삼척·주문진· 월·북평소방서 등 5개 소방서가 폐지된 이후 강원도 
동지역에는 소방서가 전무하 으나 동지역의 소방 수요 증가와 소방 사각지  해소 차원에

서 1966년 12월 22일 강릉시 명주동 32번지에 강릉시 일원을 관할하는 강릉소방서를 개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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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년 1월 14일 통령령 제3735호 「소방서 직제」를 개정하여 소방서장을 소방총경으로 
보하도록 하 고 소방서에 소방과와 방호과를 두도록 하 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 설치되어 
있는 춘천 및 강릉소방서의 소방계와 방호계가 소방과와 방호과로 각각 승격되었고 소방과에는 
서무계·경리계·장비계를, 방호과에는 방호계와 예방계를 두었다.

• 강원도 소방조직도(1969) •

소방과

춘천소방서

방호계소방계방호과소방과

원주소방서

방호과소방과

경찰국

  이후 1969년 3월 18일 제530호 「강원소방서조직규칙」에 의거하여 소방서 소방과의 서무계, 
경리계를 소방계로 통합하 으나 1969년 6월 6일 강원도 내 소방행정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경찰국 경비과에 있던 소방계가 소방과로 승격하 고 그 산하에 소방계와 방호계를 설치하 다. 
한편 1960년  소방공무원 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강원도 소방공무원 현황(1960~1969) •
(단위 : 명)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20 20 20 20 20 18 39 39 38 43

 자료 : 강원도소방본부, 2007, 『강원소방사」, 78쪽.

2. 1970년대 전반기 과도체제

  1970년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 수출확  등 정부주도의 경제 진흥정책에 따라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변천이 이루어졌으며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화와 더불어 공업단지가 조성되었고 건
물의 고층화 문제가 두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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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민소득의 증 로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에너지원도 나무와 석탄 중심에서 
전기·가스·석유 등으로 다양해졌고 화재의 양상도 복잡·다양해지고 형화되어 적극적인 소방행
정의 전개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교통요충지역이며, 각종 산업시설과 인구의 
증가로 소방 수요가 증 되던 원주시에 통령령 제4725호 「소방서직제」에 의거하여 1970년 
5월 7일 원주소방서를 신설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문제가 검토되었고, 1970년 8월 3일 
법률 제2210호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내무부에서 소방기능을 삭제하 으나, 「정부조직법」 
부칙에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내무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서울·부산을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국가
사무로 존속시키면서 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소방예산을 부담하는 이원적인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화재진압 현장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기능과의 분리 등 현장 응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72년 1월 25일 춘천·원주·강릉소방서에 직할파출소를 신설하 고 화
재진압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의 소방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양되었고 1973년 2월 8일 법
률 제2502호로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이원화되었다. 국가
직은 「경찰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 경찰공무원 소방직으로, 지방직은 「지방소방공무원법」의 규
율을 받는 별정직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권자에 따라 신분이 달랐다. 또한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은 소방사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사, 소방원 등 8계급으로 구분
되었다.

분말소화기를 이용한 진압훈련(1976.9) 어린이소방  불조심 가두 캠페인(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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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자치소방 이원 행정체제

  1975년 7월 23일 법률 제2772호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내무부에 민방위본부가 신설되었고 
1975년 8월 26일 통령령 제7760호 「내무부 직제」의 개정으로 치안본부의 소방과가 폐지되고 
민방위본부 내에 소방국이 설치됨으로써 종래의 경찰행정에서 민방위 소방행정으로 일  전환
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5년 9월 5일 「강원도규칙」 제846호에 의해 강원도에는 민방위
국이 설치되었고 경찰국의 소방과가 민방위국으로 이관되었으며 소방과장은 소방총경(소방정), 
소방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방호계장은 소방령(후에 지방소방령)으로 보하
도록 하 다.
  또한 1970년 12월 31일 법률 제2249호 「소방법」 개정 시 소방 업무에 한 책임을 시장·군수
로 하 으나 시·군의 재정여건 및 소방조직의 특성상 이를 시행할 수 없어 부칙에 규정을 두어 
유보하여 오던 중 민방위와 소방행정을 통합하는 민방위본부의 설치를 계기로 「시·군의 직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 는데 이 규칙에 의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 도내 4개 시에는 민방위
과에 소방계를 두어 소방서와 공조체제를 갖추었고, 군(郡)에는 민방위과 민방위계에서, 읍·면에
서는 총무계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 다.
  이후 소방행정과 경찰행정의 차이,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이분화, 민방위체제의 
도입 등 여건 변화에 따라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42호로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었고 
기존의 「지방소방공무원법」은 폐지되었다. 이로써 「경찰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던 별정직 국가
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던 별정직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소방공무원법」
으로 신분을 통합하게 되었으나 소방공무원은 여전히 임용권자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신
분이 이원화되어 있었다.
  한편, 강원도 민방위국에서는 동해안 관광지 및 
해수욕장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1977년 11월 21일 
속초소방서를 신설하 고 같은 해 12월 28일 중앙
파출소를 설치하 으며, 1978년 5월 3일에는 설악
파출소를 신설하는 등 1970년 에 접어들면서 강
원소방은 외형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발전
하 다.

70년  소방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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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소방조직(1975) •

강원도 소방조직(1975)

민방위 국장
(서기관, 별정4급)

도 소방과

방호계
(소방령)

소방계
(행정사무관)

소방서(4)

파출소(6)
(소방경위, 소방사)

시 민방위과
(행정사무관/소방령)

소방계민방위계

군 민방위과
(행정사무관)

읍.면

소방과
(소방경감)

장비계소방계

방호과
(소방경감)

예방계방호계

(소방경위·소방사) (소방경위·소방사)



철원소방 발자취 15년사

242 _ Cheorwon Fire Station

 제6절 1980년대

  1980년 에도 소방행정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 고 복지 수준의 향상으로 소방행정에 한 
기  심리가 확산되는 등 소방관서의 증설이 불가피하 다. 이에 도시 집지역, 공업단지, 주요 
소도읍 등에 소방서 및 파출소의 신·증설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 다.
  1980년 7월 9일 동해소방서를 신설하 고 같은 해 7월 14일 춘천시 후평산업단지의 현장 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춘천소방서 후평파출소를 신설하 다. 1980년 8월 1일에는 동해소방서 
천②파출소를, 1981년 12월 11일에는 동해소방서 북부파출소를 신설하 다.
  또한 전국 석탄산업의 중추도시인 태백시의 완벽한 소방 활동을 기하기 위하여 1982년 11월 
1일 태백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황지파출소를, 1983년 4월 
8일에는 장성파출소를 신설하 으며, 동해·묵호항 등 동해안 교역의 중심 전진기지로 동해시가 
부상하게 됨에 따라 1984년 2월 7일 동해소방서 남부파출소를 신설하여 시 의 흐름에 병진
하는 발 빠름도 보 다.
  도시 규모의 확 와 소방 상물의 급증에 따른 화재예방·진압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985년 6월 3일에 원주소방서 단구파출소, 강릉소방서 경포파출소, 태백소방서 철암파출소 등 
3개소를 신설하 고 그 이듬해인 1986년 12월 10일에 춘천소방서 효자파출소를 신설하 다.
  한편 1986년 1월 1일 삼척군 삼척읍이 삼척시로 승격됨에 따라 소방서 설치의 필요성이 두
되어 같은 해 11월 9일 삼척소방서를 신설하 고 11월 20일에는 직할파출소인 남양파출소를 
신설하 다.
  1960 부터 1980년  후반기까지 소방행정 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소방서 및 파출소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지만 도시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강원도 전체에 균등한 서비스가 제공되
지는 못하 다. 따라서 군(郡)지역의 현장 활동 업무는 의용소방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었다. 농촌 등 사각 지역 해소와 군(郡) 지역에 한 소방력 보강 차원에서 군(郡) 지역의 파출소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강원도 내 군(郡) 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1987년 9월 7일 명주군 
주문진읍에 강릉소방서 주문진파출소를 신설하게 되었고 이후 군(郡) 지역 소방파출소 신설의 기
폭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소방관서의 증설은 계속 이어졌고 1989년 1월 9일 속초소방서 랑파출소를 비롯하
여 1990년 2월 15일에는 태백소방서 화전파출소와 홍천군 홍천읍에 춘천소방서 홍천파출소를 
신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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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청사(1980) 태백소방서 개서(1982)

삼척소방서 청사(1986) 특수구조  훈련(1993)

  한편 소방조직의 확 와 소방인력이 급증함에 따라 소방조직 내부의 복무감독을 강화하고 
소방행정의 감사·감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0년 9월 6일 소방과에 소방감찰계를 신설하여 
도(道) 소방 조직 보강과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힘썼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전국
적으로 소방에서는 구조업무를 전담하는 119특별구조 를 설치하기 시작하 는데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1988년 2월 15일 춘천소방서에 119특별구조 를 설치하여 화재·교통사고·수난사고 
등 각종 재난에 비토록 하 다. 이로써 화재의 예방과 진압이 주 업무인 소방서의 기능이 
구조·구급 업무까지 확 되고 재난행정의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강원도와 각 시·군에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1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1991년 5월 20일 원주소방서 학성·문막파출소와 동해
소방서 북평파출소, 삼척소방서 도계파출소, 태백소방서 월파출소, 태백소방서 정선파출소를 
신설하 다. 한편, 국가사무와 시·군자치사무로 이원화되었던 소방조직이 1992년 도 단위 광역소방
체제로 일원화되었으며 소방본부가 발족되기 전까지의 연도별 소방서·파출소·구조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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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본부 신설 전까지 소방서 및 파출소 설치 현황 •

        구분

 연도
계 소방서 파출소 구조대

계 35 7 27 1

1946 1 1(춘천)

1966 1 1(강릉)

1970 1 1(원주)

1972 3 3(춘천·원주·강릉 직할)

1975 1 1(원주 우산)

1977 2 1(속초) 1(속초 중앙)

1978 1 1(속초 설악)

1980 3 1(동해) 2(춘천 후평, 동해 천곡)

1981 1 1(동해 북부)

1982 2 1(태백) 1(태백 황지)

1983 1 1(태백 장성)

1984 1 1(동해 남부)

1985 3 3(원주 단구, 강릉 경포, 태백 철암)

1986 1 1(춘천 효자)

1987 3 1(삼척) 2(강릉 주문진, 삼척 남양)

1989 1 1(속초 영랑)

1990 3 2(춘천 홍천, 태백 화전) 1(춘천)

1991 6
6(원주 학성･문막, 동해북평, 태백 

영월･정선, 삼척 도계)

 자료 : 강원도 소방본부, 2007, 『강원소방사』,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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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1990년대

1. 광역소방체제도입

  우리나라의 소방제도는 정부수립 이후 국가소방체제로 운 되어 왔으나 1970년 8월 3일 법률 
제2210호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는 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되
었고 그 외의 지역은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잠정적으로 소방사무를 
국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으로 이원화된 채 운 되어왔다. 국가소방체
제로 운 되고 있던 소방서는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이면서도 지휘·감독은 소방서가 설치된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소방재정과 인력은 부분 지
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 고 조직의 이원화에 따른 지휘체계 확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급속하게 진전되는 산업화와 도시화, 화재의 형화, 소방 수요의 광역화 등 소방여건의 
변화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감당하지 못하 고 1992년 1월 1일 소방행정체제를 광역소방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로써 통일된 지휘체제를 확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방의 전문성을 확보
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과 봉사행정체제 확립으로 소방수혜 확  등의 발전적인소방행정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광역소방체제하에서 우리나라에는 형재난이 다수 발생하 다. 1994년 성수 교 붕괴사고
(사망 32명),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사망 501명), 19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망 
23명) 등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형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경제 
발전에만 집중해오던 국가와 국민은 안전에 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 고 이에 따라 소방의 
역할 역시 주목을 받았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서울특별시 성수 교 상부트러스 48m가 붕괴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정부의 관리감독 미흡이 원인으로 밝혀진 이 사고로 출근과 등교 

중이던 시민 49명이 추락해 32명이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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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경 서울특별시 서초동 소재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다.

 설계･시공･유지관리의 부실에 따른 예고된 참사로 여겨지며 1년 전의 성수 교 붕괴사고와 함께 우리

나라 사회의 압축성장의 그림자였다.

 이 사고로 501명이 사망하고 6명 실종, 937명이 부상을 입었다.

 1999년 6월 30일 새벽 00시 40분경 경기도 화성군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인 ‘씨랜드’에서 화재가 발생

하였다. 건물은 콘크리트 1층 건물 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 객실을 만든 임시건물로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음을 검찰이 밝혀낸 바 있다.

 이 사고로 유치원생 19명과 강사 4명 등 23명이 사망하였다.

  홍제동 주택 화재 사고는 2001년 3월 4일 3시 47분 방화로 인해 발생한 연립건물 화 재·붕괴 
사고로 소방관 6명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당한 사고이다. 불을 낸 범인은 구해 달라고 요청한 
할머니의 아들이었고 사고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화재가 난 연립건물은 골목에 위치하고 있었으
며, 도로에서의 불법주차·점용으로 인해 당시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구조 다.
  소방관들은 집주인의 아들이 화재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화재현장에 진입하

으며, 4시 12분경 건물이 붕괴되어 매몰되었다. 그러나 건물주 등 8명은 화재 직후 모두 탈출
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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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진입하 던 소방관 9명이 매몰, 6명이 순직하 고 3명이 부상당했다. 2001년 3월 6일 
서울시청에서 결식이 거행되었으며, 국립 전현충원에 순직자 전원 안장되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서울소방학교에 순직자들에 한 충혼탑이 있고, 서부 소방서에는 동판을 세웠다.
  이후 2001년 3월 7일에는 부산광역시 연산동 빌딩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면서 의무소방

의 설치 계기가 된다. 사고 당시 소방관들이 방화복이 아닌 방수복(일종의 비 옷)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특수방화복이 지급되었다.
  2012년 11월에 전현충원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을 11월의 현충인물로 지정하 으며, 한
민국 소방행정을 비판하는 데 꾸준히 인용되고 있다.

2. 강원도소방본부신설

  광역소방행정체제의 시행으로 소방사무의 주
체가 시･군에서 시･도로 전환되어 특별시･직할
시(광역시)와 균형을 이루게 되었고 소방관서 
조직의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으로 전환됨으
로써 소방서의 성격 또한 국가기관에서 도지사 
직속의 지방기관으로 변화하 다.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기획･조정하고 일선 
소방관서의 지휘･감독에 효율성을 높이고 광역
소방행정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局) 단위 
보조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2년 4월 1일 민방위국 소방과를 폐지하고 소방본부를 신설
하게 되었다.

강원도 소방본부 발족 (199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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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와 방호과를 설치하 고 소방행정과에는 소방행정계, 소방감찰계, 장비
계(신설)를, 방호과에는 방호계, 예방계(신설), 소방교육계(신설)를 두었다.
  소방본부장의 계급은 소방감(국가직)으로, 과장은 지방소방정, 계장은 지방소방령(소방행정계장
은 지방행정사무관과 복수직)으로 보하는 등 소방공무원 23명과 일반행정직공무원 2명, 기능직
공무원 3명 등 총 28명의 인력으로 1992년 4월 10일 강원도소방본부가 발족하게 되었고 강원도 
소방행정에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 강원도 소방본부 조직도(1992.4.1.) •

도지사

부지사

본부장(소방감)

원주
소방서

춘천
소방서

강릉
소방서

태백
소방서

동해
소방서

속초
소방서

삼척
소방서

소방
감찰계

소방행정과
(행정사무관

･소방령)

장비계
(소방령)

소방행정과
(소방정)

예방계
(소방령)

방호계
(소방령)

소방교육계
(소방령)

방호과
(소방정)

3. 소방조직의 도약

  화재진압과 예방업무를 수행하던 소방행정은 1990년 에 접어들면서 구조·구급 등 소관업무의 
확 와 농촌 등 소방수혜 사각지역에 한 소방력 보강이 우선 과제 다. 이에 따라 군(郡) 지역에 

한 소방서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2년 12월 31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관할하는 홍천소방서를 신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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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홍천소방서 남면파출소, 인제파출소를 신설하 고, 춘천소방서 갈말파출소, 원주소방서 
횡성파출소, 속초소방서 간성파출소, 삼척소방서 사직파출소를 신설하는 등 1993년 한 해에 군
(郡) 지역을 중심으로 1개의 소방서와 6개의 파출소를 신설하 다.
  그 이듬해인 1994년 5월 10일 월소방서를 신설하 고, 파출소가 설치되지 않은 군(郡) 지역인 
평창, 양구, 양양을 포함한 6개 지역에 파출소(강릉 내②, 태백 고한·화전, 월 평창, 홍천 양구, 
속초 양양)를 신설하 다. 이로써 소방력이 미흡한 지역이 해소되었고 광역소방행정을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에 접어들면서 성수 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많은 형재난이 발생하 고 이에 
따른 구조·구급업무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소방본부 차원의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이에 내무부에서는 전국 소방본부에 구조구급과 설치를 추진하 고, 도에서도 1994년 12월 
31일 강원도 규칙 제2259호 「강원도 소방서 조직 규칙」을 개정하여 소방본부 내에 구조구급
과를 신설하고 구조계와 구급계를 두었으며 일선 소방서에는 방호과에 구조구급계를 신설하고 
구조구급분야 행정인력도 증원하 다.
  한편 1994년 12월 31일 통령령 제14478호로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통령령에 의하여 소방서를 설치하던 것을 도(道)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 으며, 1995년 1월 
1일 「강원도규칙」 제2251호에 의거 춘천소방서 동송파출소 및 속초소방서 거진파출소, 삼척소방
서 원덕파출소를 신설하 다.
  1995년 3월 15일 「강원도 소방서 설치 조례」가 제정되면서 9개군 4개읍 27개면에 하여 
시장·군수가 수행하 던 소방업무를 관할 소방서에서 수행하도록 조정하 고 강원도소방본부에서 
도내 전 지역 및 전 주민을 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소방행정의 양과 질이 향상
되는 계기가 되었다.1995년 5월 10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춘천
소방서의 계장 직급이 ‘지방소방위’에서 ‘지방소방경’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파출소장의 직급이 
‘지방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위’이었던 것을 ‘지방소방위’로 일원화하 다.
  이듬해인 1996년 3월 19일에는 태백·삼척·홍천· 월소방서장의 직급을 ‘지방소방령’에서 ‘지방
소방정’으로 조정하여 소규모 지역 소방서장의 직급을 상향하 고 원주·강릉소방서 과장의 직급
도 춘천소방서과 같이‘지방소방령’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다. 그러나 소방본부에서 
관장하던 소방서에 한 감사기능이 감사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1996년 7월 19일 소방본부 소방
행정과 ‘소방감찰계’를 폐지하는 신에 소방공무원 1명을 도 감사관실에 배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하 으며 방호과의 ‘소방교육계’는 소방행정과 소속으로 조정하 다.
  한편, 소방본부 차원에서의 소방 활동 상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6년 9월 25일 소방
본부 구조구급과에 긴급구조상황실을 설치하 으며 소방본부의 조직은 3과 7계 1상황실로 확
되었다. 또한 증가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구조 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19구조 가 설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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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동해·태백·속초·삼척·홍천· 월소방서에 119구조 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산악사고, 수
난사고 등 각종 사고현장에서의 소방 응능력을 향상시켰다.
  더불어 강원도 전체면적의 82%가 임야인 지역 특성상 산림화재와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사가 급한 산악지역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신속한 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원
도소방본부에서는 소방항공 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소방항공  설치를 추
진하 으며 그 결과 1997년 11월 20일 ‘강원도소방항공 ’가 발족하게 되었고 산림화재 및 산악
사고 현장에서의 본격적인 소방항공활동을 하게 되었다.

긴급구조상황실 직원을 격려하는

최규각 도지사(1996)
강원도 소방항공  발족(1997.11.20.)

  이후에도 소방관서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98년 1월 17일 원주소방서 태장파출소, 
월소방서 진부파출소를 신설하 고 2000년 7월 15일 원주소방서 둔내파출소, 강릉소방서 포남·

옥계파출소, 월소방서 신동파출소, 춘천소방서 소양호 수난구조 가 신설되는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1997년 발생한 IMF로 인하여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졌고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를 비롯한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구조조정을 단행하 고 강원도 소방조직도 예외 없이 구조
조정의 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9월 9일 소방본부 구조구급과가 폐지되고 구조계와 구급
계가 구조구급계로 통합되었으며 강원도 소방공무원 정원도 1,328명에서 1,207명으로 121명을 
감축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한편, 춘천소방서는 약 43년간의 소양로 청사 생활을 마감하고 1998년 9월 9일 현재의 위치
인 춘천시 후평1동 257-31번지(후석로 446)로 이전하게 되었다. 특히 춘천소방서 현 청사는 급
격히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와 장비보강 등의 적극 처를 위해 8,717㎡의 지에 연면적 
4,180.43㎡의 청사로 신축함으로써 강원도 수부도시(首府都市)의 격에 걸맞은 소방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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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2000년대

  1990년  말부터 동지역의 잦은 형 산불과 
설악산·오 산 등 국립공원에서의 산악 사고가 급
격히 증가하자 동지역의 소방헬기 배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두되었다.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동지역에 제2소방항공  설치를 추진하 고 
2001년 10월 26일 강원도 소방 제2항공 를 발
족하게 되었다.
  이로써 강원도에는 동지역과 서지역 2개 
항공 가 설치되었는데, 서울과 경기도다음으로 
소방헬기 2 를 보유하게 되면서 소방항공분야에서도 발전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소방 유무선 
통신시설의 증가, 전산시스템 확  등 정보통신행정수요의증가와 화재조사의 전문화, 제조물책임
법 제정 등 화재조사 기능의 중요성이 확 됨에 따라 2001년 12월 29일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 
정보통신계를, 방호구조과에 화재조사계를 신설하 다. 이로써 강원도소방본부는 2과 8담당 1상
황실 2항공 의 조직을 갖게 되었다.
  한편, 소방본부와 소방서 간의 소방정보통신 및 화재조사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2003년 
1월 1일 도내 소방서 소방행정과에 정보통신계를 신설하 고 2003년 11월 8일 동해·태백소방서
를 제외한 도내 소방서 방호구조과에 화재조사계를 신설하 다.

1. 소방방재청 출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갈수록 피해규모가 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범지구적 기후변화의 향으로 강풍, 집중호우, 해일 등 기상이변 현상이 속출하고 있으며, 지각
변동에 의한 지진과 지진해일의 규모와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12월 발생한 남아시아 
지진해일, 2005년 8월 미국 뉴올리언스를 휩쓸고 간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5년 10월 중남미
를 강타한 허리케인 ‘스탠’과 2만 명 숨진 파키스탄 강진 등의 형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태풍 ‘루사’를 비롯해 2003년 태풍 ‘매미’ 등의 자연재해로 수많
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해 상 적인 무관심으로 인하여 1990
년  이후로 삼풍백화점 붕괴,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구 지하철 화재 등 형재난이 연속

강원소방본부 제2항공구조구급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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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WTC)의 9·11테러, 2002년 
중국 광둥성에서 발생한 중증호흡기증후군 사스(SARS)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증가되면서 사
회적 위기가 고조되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응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적 재난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두되어 참여정부에서는 ‘재난 없는 안전한국 건설’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국가 재난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2004년 6월 1일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을 발족하게 되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12개 
법률의 집행을 통해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태풍 루사 수해현장(2002년) 소실된 구 지하철 모습(2003)

2. 강원도 소방본부의 조직변화

  2005년 1월 19일 철원소방서가 개서되면서 초동 처가 ⑤란했던 서북부지역의 소방행정 사
각지 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강원도는 10개의 소방서를 운 하게 되었다.
  소방방재청 체제 이후에도 시·도 광역소방체제는 그 로 유지되었으므로 강원도 소방체제는 
큰 변화를 겪지 않았으나 조직 변화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2005년 7월 29일 「강원도 지방공무
원 정원조례」의 개정으로 소방서 관리직급이 일원화되어 모든 소방서의 과장 직급이 ‘지방소방
령 또는 지방소방경’에서 ‘지방소방령’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춘천·원주·강릉·속초 소방서에 예
방계와 안전계를 관장하는 예방과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2006년 8월 4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정선소방서가 신설되었고 강원도소방본부는 2006년 말 2과 8담당 1상황실, 2
항공 , 11개 소방서, 51안전센터 12구조  67지역 를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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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2일 제2775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춘천소방서 강
촌·사내119안전센터, 속초소방서 죽토·현남북119안전센터·설악119산악구조 , 홍천소방서 북면
119안전센터가 신설되었고 2008년 8월 8일 제2793호, 같은 해 12월 29일 제2806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선소방서 임계119안전센터, 월소방서 봉평119안전
센터가 신설되었다. 또한 속초소방서 죽토119안전센터는 동광119안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 다.
  2009년 6월 23일에는 제2823호 「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의 개정으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에 ‘기획예산계’를 신설하여 강원도소방본부의 직제는 2과 8담당에서 2과 9담당이 되었다.
  또한 재난현장의 지휘·통제권을 확보하
기 위하여 소방서의 행정업무와 현장 응 
업무를 분리하 고 3과 소방서의 현장 응
과를 현장지휘 로 변경하 으며 2과 소방
서에 현장지휘 를 신설하 다.
  이로써 춘천·원주·강릉·속초소방서 등 1
급서는 2과 1  8담당, 동해·태백·삼척·홍
천· 월·정선·철원소방서 등 2급서는 2과 
1  7담당으로 직제를 개편하 다.
  2010년 4월 2일에는 제3386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횡성소방
서가 신설하 고 2과 6담당의 강원도소방
학교를 신설하 다. 그동안 강원도에는 전문 
소방인력 양성을 위한 소방학교가 없어서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은 중앙소방학교 및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왔다.
  소방학교장은 소방정으로 보하고 그 아래 
교육지원과와 교육운 과를 두었는데, 교
육지원과에는 교육행정담당과 시설운 담
당을, 교육운 과에는 교육기획담당, 교육
운 담당, 교수단, 교관단을 두었다.
  2011년 12월 23일 제3515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평창소방서를 신설하 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의 개정으로 원주소방서 신림119안전센터, 홍천소방서 서석119안전센터, 월소방서 중동119안

철원소방서 개서(2005.1.19.)

강원도 소방학교 개교(2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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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센터, 평창소방서 119구조 를 신설하 다.
  2012년 7월 13일 제3564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인제소방서를 신설하 고 
제3565호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방호구조과 산하에 있던 종합상황실을 과( )
로 단위로 분리하고 그 아래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두었으며, 소방행정과의 교육감찰계를 지도감
찰계로, 방호구조과의 화재조사계를 조사안전계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 다.
  소방서의 안전관리 개선과 현장지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춘천·원주·강릉·속초소방서 등 4개 
소방서의 직제를 2과 1  8담당에서 4과 9담당으로 변경하 고, 동해·태백·삼척소방서의 직제를 
2과 1  7담당에서 3과 7담당으로 변경하 으며, 홍천·평창소방서의 직제를 2과 1  7담당에서 
3과 7담당으로, 횡성· 월·정선·철원·인제소방서의 직제를 2과 1  7담당에서 2과 6담당으로 조
정하 다.
  2013년 7월 26일 제2924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방호구조과의 
구조구급계를 구조계와 구급계로 분리하 으며, 특수구조단을 신설하여 방호구조과 소속의 항공

, 춘천소방서 소속의 수난구조 , 속초소방서 소속의 산악구조 를 특수구조단 소속으로 변경
하여 소방본부의 직제는 2과 1실 12담당에서 2과 1실 1단 17담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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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절 2010년대 이후

1. 국민안전처 체제

  국민안전처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2014년 11월 19일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와 해양수산부 소속해양교
통관제센터의 인력 및 업무를 이관 받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흡수·통합하여 출범한 국무
총리 소속의 장관급 부처이다.
  이 부처는 과거의 효율적이지 못했던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출범한 국가 재
난의 컨트롤 타워로서 육상 및 해상에서의 자연·사회·특수재난과 관련한 재난관리시스템을 총괄
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 으며 하부조직으로 운 지원과,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재난
실,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두었다.
  국민안전처의 주요 업무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  및 총괄·조정, 비상 비와 
민방위에 관한 업무, 소방 및 방재에 관한 업무,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재 및 해상사건 수
사 등 이 다.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기능을 이관 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 비- 응-복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 으며, 특수재난실을 
신설하여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응토록 하 다. 아울러 전
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재난 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육상과 해상 등의 
재난안전 현장 응 기능을 폭 보강하 다. 육상분야는 중앙119구조본부 외에 권역별 특수구조

를 폭 보강하기로 하고 우선 1단계로 119수도권지 를 수도권119특수구조 로 확 ·개편하
고 남119특수구조 를 신설하 으며 해상분야는 기존의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
조단으로 확 ·개편하 다.
  또한, 2012년 9월 27일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전국 주요 6개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특수화
학사고를 비하기 위하여 환경부,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가스공사, 해당 지자체의 5개 관계
부처로 구성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구미, 시흥, 익산, 서산, 울산, 여수지역에 설치하 으며 
현재까지 운 되고 있다.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정책국과 119구조구급국 등 2개국 아래 총 8개의 
과가 편성되었고 소방관련정책과, 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구조 및 구급, 생활안전, 소방장비 
등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 다.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소방학
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중앙119구조본부, 특수해양구
조단,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수도권119특수구조  등 총 12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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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온 나라를 슬픔에 잠기게 했지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더 안전한 나라, 더 나은 나라가 되기를 노력하고 있다.

(2014. 4. 16. 사망 299명, 실종 5명, 생존자 172명)

2. 소방청 출범

  국민안전처는 범정부 차원에서 처해야 할 사회·자연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
다는 취지로 출범하 지만 부처 신설 이후 그 역할을 제 로 했는지를 두고 평가가 엇갈렸다. 
재난 응의 1차적 책임을 각 지자체가 맡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안전처와 업무가 중복되는 데다 
소방과 해경의 각종 상황 처도 안전처를 거쳐서 보고해야하는 구조 탓에 신속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7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했고, 7월 26일에 공포·시행하 다. 「정부조직법」
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청으로 독립 출범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국민
안전처는 행정자치부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로 통합되었다.
  2017년 9월 27일 소방청은 개청에 따른 출범 의미를 새기고 소방정책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정
립·선포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 다. 조종묵 청장은 “재난으로 인해 눈물 흘리지 않는 안전하
고 행복한 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안전에 관한 희망을 주는 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 한민국 역사상 의미 있는 이 날이 한민국 안전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국민
의 평가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소방인 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포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총력 응체계 구축, 국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안전사회, 과학적 기반의 
소방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119 서비스 확  등 4가지 핵심전략을 제시하면서 핵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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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로 적극적 현장 활동 기반을 조성해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조직
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 소방본부 재난 응 조직의 명칭
과 편제, 기능을 통일하고 2022년까지 현장 인
력 2만 명을 보강하기로 했으며 재난현장에 구
조 원과 장비의 신속 투입이 가능하도록 중앙
119구조본부의 역량과 함께 긴급구조지휘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119 서비스 확 를 위해 전국 424개 농어촌지
역  중 구급차가 없는 95개 지역에 119구급
차를 추가 배치해 촘촘한 구급 망으로 119구급 
서비스 사각지 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비전을 
선포했다.

2019년 영동지역 산불은 역  최악의 수준이었지만 컨트롤 타워인 소방청이 

제 역할을 함으로서 성공적인 소방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2019년. 1,757ha 소실, 재산피해 약 600억)

소방청 개청 119비전 선포식(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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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직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7년여 만
에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소방청은 이날 국가직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 입법절차를 2020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2020년 4월 1일 국가직 전환을 일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약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2014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가 본격적으
로 시작되고서는 약 5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
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
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모두 6건이다. 이들 법안은 소방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직을 국
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2년 각 시·도 소방본부가 설치되면서 확립된 현재의 광역자치 소방체제에서는 지자체별 재
정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 나아가 소방안전서비스 수
준에도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국가직화 법안은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소방관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속 지방자치단체
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관 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자는 취
지로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형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
만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은 시·도지사가 행사
한다.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한다.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에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
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소방당국은 국가직화를 통해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가 줄
어들어 보다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소방청은 국가직화 관련 법률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조만간 정문호 소방청장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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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장은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에 소방의 숙원인 
국가직화가 이뤄졌다"며 "이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만큼 인력확충이 원활하
게 이뤄지고 국가의 책임성도 강화돼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장은 또 "소방공무원 신분 일원화로 국토면적이 작고 도시화율이 높은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소방조직 체제를 갖추게 됐다"며 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가 중심이 돼 일사
불란하게 응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와의 지휘권 혼선 우려 가능성에 해서는 "일반적 지휘권은 시·도지사에 있고 형
화재·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지휘권을 소방청이 가지는 것이라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며 "
국가직화 시행 과정상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보다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 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소방
관을 위한 의료시설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소방공무원도 일반공무원처
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 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함
께 처리됐다. 직장협의회는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
선·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다.

2019년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관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2019년 11월 19일 본의회에서 

소방직 국가직 전환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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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가기 : 각국의 소방재난관리 국가기관

국가 소방･재난관리 국가기관

호주

◼ 호주 재난관리부서(Emergency Management Australia, EMA), 법무부 소속

 · 각 주의 비상관리부와 지역정부가 1차 초기대응을 담당

 · 재난전담기구(연방) :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 연구, 위기대처 프로그램 개발

 · 재난전담기구(주정부) : State Emergency Services(SES)이 구조 및 피해 복구 담당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1) 산불교육

연령에 맞는 다양한 멀티미

디어 콘텐츠가 제공되어 학

생들이 쉽게 사이트에 접근

하여 즐길 수 있음.

     2) 홍수교육

다양한 홍수재해 상황 및 예

방·대응 방법을 영상으로 제

작해 모든 초등학교에 보급 

     3) 폭풍교육(‘폭풍이 오기 전에’)

재난관리부서(EMA)에서 온

라인 게임인 ‘폭풍이 오기 전

에’를 제작, 폭풍이 오기 전 

생존을 위한 대비의 내용을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터

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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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방･재난관리 국가기관

벨기에 

◼ 시민보호집행위원회(General Executive Board of the civil security), 내무부 소속

캐나다 
◼ 공공안전국(Public Safety Canada, PSC) 

 · 국가재난완화프로그램(NDMP)  : 홍수 대응 및 홍수 발생 시 복구를 위한 토대 구축

 · 재해위험감소플랫폼(DRR) :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전국원탁회의

체코

◼ 소방국(General Directorate of Fire Rescue Services), 내무부 소속 

덴마크 

◼ 재난관리청(Danish Emergency Management Agency, DEMA)

   【국가화재 및 구조서비스】

   · 정부 또는 국제조직의 요청에 따른 해외 재난 지원

   · 유해화학물질 등 화학물질 관련사고 발생 시 관련 전문가 지원

   · 가연성 제품 보관에 관한 규칙 및 규정관리, 도로를 통한 위험물 운송 규제

핀란드 

◼ 소방국(Civil Emergency Planning, CEP), 내무부 소속

프랑스 

◼ 시민안전국(Direction de la Securite Civile), 내무부 소속

 · 방재계획 수립, 방재 및 안전관리 연구, 종합 조정기능 수행

 · 지방 방재 : 데파트망 프레페*(지방행정기관, 국가임명) 중심

     * 비상시 꼬뮌(기초지자체) 시장 대신 재해 관련 모든 행정 권한과 책임 보유

     ** 꼬뮌(기초지자체) 시장은 평상시 안전관리 및 비상사태 아닌 사고나 사건의 

        구조 등 담당

        데파트망과 레종(광역지자체) 단체장은 재해 관련 권한 및 책임 없음

◼ 의용소방대 및 소방군사조직

 · 의용소방대는 프랑스 전체 소방력의 90%를 차지

 · 소방대(군사조직)가 구성된 지역(파리, 마르세유)에서는 소방관으로 군 대체복무 가능

   【프랑스 소방 관련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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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방･재난관리 국가기관

비군사조직 군사조직

SPP

(직업소방관)

SPV

(의용소방관)

BSPP

(파리육상

소방여단)

BMPM

(마르세이유해

양소방병대)

UIISC

(시민안전

지휘부대)

독일
◼ 연방시민보호 및 재난대응청(Federal Protection for Civil Protection and Disaster 

Relif, BBK), 내무부 소속

그리스 

◼ 공안부(Ministry of Public Order)

헝가리 

◼ 국가소방방재청(OKF), 내무부 소속 

이탈리아 
◼ 소방, 시민보호 및 민방위국(Department of Fire Brigades, Public Protection and 

Civil Defence), 내무부 소속

일본

О 총무성 소방청(FDMA)

<참고 사례>

▶ 소화기 점검 앱

 - 소화기설치 의무시설의 소화기    

점검·보고 지원

 - 앱의 안내에 따라 소화기 상태

   점검, 검사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입력, 부적합 시 소화기

   대체 등의 조치 안내

스위스 
◼ 스위스 재난/구조견 협회(Swiss Disaster/Rescue Dog Association, REDOG) 

 · 자원봉사단체, 훈련된 구조견을 이용해 산악 재난을 당한 시신을 수습

◼ 연방시민보호청(Federal Office for Civil Protection, FO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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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방･재난관리 국가기관

영국

◼ 소방구조청(UK Fire and Rescue Services) 

미국

◼ 소방청(USFA) 

◼ 소방대학(NFA)

◼ 해외재난원조국(Office of U.S. Foreign Disaster Assistance, OFDA)

◼ 연방재난관리청(WWW.FEMA.GOV)  

  · 美 전역의 모든 재해 및 재난 대응 총괄기능* 수행

     * 민방위, 이재민 지원, 대응계획수립, 유해물질관리, 긴급통신, 재난 조기경보 등

  · 연방·주·지방·NGO 간 유기적인 통합 조정 체계 강화

  · ‘대비’ 중심의 재난피해 저감 방안 연구 및 시행

◼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대만

◼ 소방청  

싱가포르
◼ 민방위청(Singapore Civil Defence Force)

  · 소방·구조 및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

중국 ◼ Department of Earthquake Disaster Management(EDEM), 지진국 소속

◼ 공안부 (Ministry of Public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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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철원소방 15대 뉴스

1. 철원지역 주택화재 (겨울철 화재발생 빈도 증가-동아일보)

2. 96년 수해 발생 (동아일보, 경향신문 199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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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원소방서 개서식(강원일보 2005.1.19.)

【鐵原】 철원지역의 안전을 담당할 철원소방서 준공식 및 개서식이 19일 오후 갈말읍 문혜리 현지에서 

김진선 지사 심상기 도의장 문경현 군수 한금석 군의장 정정기 소방방재청대응관리국장 변상호 강원

소방본부장 박수근 육군백골부대장 임관빈 육군청성부대장을 비롯 각급 기관 단체장 주민 소방대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개서된 철원소방서는 도내에서 10번째로 신설된 것으로 지난 2003년 9월 33억 4,800여만 원을 

들여 부지 2,000평에 연면적 882평 규모인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로 착공한 후 최근 완공했다.

  철원소방서의 기구는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등 2과 5담당 3파출소 1구조대로 철원지역 기존 파출소 

인력 46명을 포함해 모두 86명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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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소방장비로는 지휘차 1대, 펌프차 8대, 구조차 3대, 구급차 3대, 굴절사다리차 1대와 기타 행정차량 

등 총 26대가 구비됐다.

  철원지역은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시 그동안 100㎞이상 떨어진 춘천소방서가 관할하는 갈말·동송·

서면 등 3개 지역 소방파출소가 맡아왔으나 넓은 지역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정경남 초대 철원소방서장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열린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나 철원군민과 

함께 하며 주민에게 봉사하는 소방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 

4. 미군 장갑차 화재(뉴시스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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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원 육가공 공장 화재(뉴시스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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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군 전차 복귀 중 전복 2명 사망(연합뉴스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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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군헬기 추락사고(신아일보 2013.04.16.)

8. 철원 돈사 화재 돼지 2500마리 소사(강원도민일보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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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철원소방, 도내 첫 구급차 LED전광판 설치(뉴시스 2013.08.06.)

【철원=뉴시스】 이다솜 기자 = 강원 철원소방서(서장 윤상기)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구급차 뒷부분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 소방출동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철원소방서는 긴급 출동 시 화재, 구조, 구급 등 출동유형을 운전자들에게 알려 

자발적으로 소방출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에 LED 전광판을 설치했다. 

  특히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심정지환자 이송 중, 뇌줄중환자 이

송 중 등으로 구급차 내 환자의 상태를 알려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보장하는데 목

적이 있다. 

  또 철원소방서는 시기별 소방홍보도 가능해 군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 군민의 반응을 검토해 공급할 모든 구급차량에 기본사양

으로 포함시켜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estory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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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철원소방, 전국 최초 ‘생활안전 119기동대’ 발대식 개최(뉴시스 2014-01-14)

【철원=뉴시스】 박혜미 기자 = 철원소방서(서장 윤상기)는 13일 오전 11시 소방서 

2층에서 전국최초로 의무소방대원 중심의 '생활안전 119기동대'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상기 철원소방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안전 

기동대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의무소방원들이 직접 차량 문 개방과 급·배수 지원 등 

생활민원 처리 시범을 보였다.

  조정수 기동대장은 "13일부터 운영되는 ‘생활안전 기동대’는 구조요청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fly12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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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탄 배달하는 철원소방서 소방공무원들(뉴시스 2014.12.17.)

【철원=뉴시스】 박혜미 기자 = 강원 철원소방서(서장 이종진) 소방공무원들이 

17일 오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매서운 추위 속에 연탄 배달에 나서고 

있다.

12. 철원소방서 도 소방대회 화재진압 1등(강원일보 2016.6.25.)

  철원소방서가 지난 22, 23일 태백 강원도 소방학교에서 열린 2016년 소방기술

전술경연대회 화재진압 분야에서 1등을 차지했다. 철원소방서 선수단은 10월에 

열리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선수로 출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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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9구급차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강원일보 2017.5.11.)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30대 임산부가 119구급차 안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철원소방서(서장: 이석철)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40분께 갈말읍에 사는 A(여·33)씨가 

진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를 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산모 A씨는 이미 

양수가 터져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A씨의 분만을 유도했고 이날 밤 9시께 

구급차 안에서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8일 A씨의 집을 직접 방문해 아기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했다.

철원 = 이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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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철원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시상(강원일보 2019.12.21.)

【철원】철원소방서는 지난 18일 서장실에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시상식을 개최했다.

 포스터 그리기는 불조심 강조의 달인 올 11월 실시해 총 130여 점을 접수, 유치부와 초

등부로 나눠 심사했다. 시상식에는 초등부 최우수상인 철원초교 5학년 김단미양과 고려

어린이집 김아진양이 참석해 상장과 부상을 받았다. 불조심 포스터 우수작은 철원 작은

영화관 뚜루에 전시 중이다. 남흥우 서장은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행사를 계기로 어린

이들의 안전의식이 한층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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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내에서 소중한 목숨 구한 어벤저스들(동아닷컴 2020.01.25.)

  강원소방 철원소방서 소속 최우영 소방관(47)과 구재모 간호사(32), 송일엽 제주은행 직원(30), 

신명훈 서울 상일여고 교사(38)가 그날의 영웅들입니다.

  송일엽 씨는 환자를 가장 먼저 발견해 번쩍 들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래 이 

비행기를 타려던 것이 아니었는데 대기를 하다가 우연히 ZE211편에 탑승하게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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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영 소방관은 전화를 받자마자 승객의 건강부터 물었습니다. 최 소방관은 “소방관으로서 가만

히 있을 수 없었다.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도 몰랐는데, 너무 잘 조치를 하시

더라. (간호사, 선생님이었다는 말을 듣고서는) 어쩐지 너무 잘 조치를 하시더라.”며 “환자가 건강했

으면 하는 마음에 기도까지 했는데 건강하다니 너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명훈 선생님도 환자 상태부터 물었습니다. 신 선생님은 “응급조치 교육을 매년 받았다”며 “당시

에 너무 놀라 있는 환자분의 아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재모 간호사도 “환자가 건강하다니 너무 다행이다. 다른 분들이 조치를 너무 잘 해줘서 잘 협력

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기내에서 응급상황은 종종 발생합니다. 승무원들이 재빠르게 응급 처치를 진행하고, 기장에게 

사실을 알려 회항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도 무수히 많은 안전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보다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잘 협조해주신 승객 여러분과 모든 영웅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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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철원소방서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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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방가족 이야기

길    충 ｜전 동송센터 팀장

  길 충 전 동송센터 팀장님은 1993년 강원도 
소방공무원에 임용되어 2019년 2월 28일 명예
퇴직을 하 다. 25년간의 직장생활을 마치며 
그동안의 소회와 못 다한 이야기를 구어체로 
전달하겠다.

 어떻게 소방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학교를 졸업하고 철원 군청에서 근무를 했지... 근무를 하던 중 직장동료가 소방관 시험을 권유 
했는데, 나도 소방에 관한 막연한 동경심 같은 것이 있었어.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된 거지...
  그 당시 관역소방이 생기면서 소방관을 많이 뽑을 때 어. 3번의 시험을 봤고... 나이 제한에 
걸린 마지막 시험에 합격을 했어.
  나는 지금 퇴직을 했지만 그때 소방관 시험을 권유했던 직원은 나보다 먼저 소방에 들어갔고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지...

 처음으로 근무한곳, 근무환경은 어떠했나요?

  열악했지... 93년 6월 쯤 갈말파출소가 개소하면서 나도 같이 임용을 받았는데. 그 당시 복제
규정이 미비해서인지 계급장은 주는데 근무복을 지급해 주지 않더라고... 당시엔 근무하면서 
군복을 입고 있었기에 제향군인회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군복을 구해서 입고 출근을 했지...ㅎ
  94년이 되니까 우리도 근무복 규정이 정비되어서인지 근무복을 갖추어 입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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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퇴직하신 박 준 과장님, 그리고 여경구 과장님이 계셨었어. 읍, 면별로 펌프 차량 한 
와 인원이 한 명씩 배정받아 근무를 했고 박 준 과장님이 파출소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15명

이 근무를 하 지.
  소방에 들어가기 전 갈말읍에 있을 때 직원들이 ‘여소방관, 여소방관’ 하는 얘기를 듣고 여자
소방관이 근무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알고 보니 여경구 과장님이시더
라고...ㅎ 

 

 가장 기억에 남는 동료는?

  그 당시는 경찰, 교도관에서 전직해온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분위기도 상당이 권위적이었어. 
나랑은 직장 분위기가 맞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어. 또한, 나이가 꽉 차서 들어오다 보니 
나보다 나이 어린 고참 직원이 많아서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지. 그때 나를 다독여주시던 분이 
박 준 과장님이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아.

 기억에 남는 현장 경험은?

  철원 경찰서 뒤편에 화재가 연달아 세 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누군가의 방화로 인한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첫 번째 화재를 정리하고 귀소 하여 수관정리를 하고 있는데 두 번
째 화재가 첫 화재 인근에 발생하더라고 두 번째 화재도 정리하고 들어와 장비를 점검 하고 있
는데 세 번째 화재가 그 인근에 또 발생을 한 거야. 별일이 다 있구나 하고 출동해 화재를 진압
하려는데 모자를 푹 눌러쓴 어떤 사람이 화재현장에서 나와 도주를 하더라고 우리는 범인 검거
보다는 화재진압이 우선이다 보니 일단 화재를 진압하고 경찰에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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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은 세 번의 화재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방화복도 그을음 투성이 지. 그런 상황에서 
장비를 차량에 싣고 정리를 하는 중이 는데 누군가 인사를 하는 거야. 누군가 봤더니 집사람이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 중에 나를 알아본 거지. 담시 신혼이었던 우리는 화재 인근에 신혼
집이 있었어. 근데 집사람 얼굴이 왠지 묘하더라고 다음날 퇴근해서 이야기 해보니 신랑은 고생
하며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회식을 했다는 것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거 지. 그때가 지금도 
많이 생각이나.

 

 가장 힘들었던 현장 경험은?

  지금처럼 보수공사를 하기 전 동송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어. 현장에 출동했는
데 벌써 화재는 최성기더라고. 당시 재래시장은 1층이 점포 고 2층은 평평한 옥상으로 2층에 
프로판 가스통을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었어. 화재도 화재 지만 일단은 인명이 우선인지라 인명

피를 위해 피신을 유도했지 근데 상인들이 전부 2층에 올라가 가스통이 혹시 터질까 가스통을 
분리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직원 수는 모자라지... 상인들은 말을 안 듣지...정말 상황이 난감
한 하더라고.
  추가 인원과 장비가 도착하면서 상황이 정리되려 하는데 소화전에 연결되어있는 펌프차량이 
갑자기 움직이는 거야. 무슨 일인가 달려가 보니 상인 중 한명이 자기 가게에 먼저 불을 끄려고 
차량을 운전했던 거지. 다행이 차량에 연결되어 있던 소화전이 쓰러졌어도 부러지지 않아서 급
수는 계속 될 수 있었고 화재는 무사히 정리할 수 있었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 그 괘심한 상인은 나중에 경찰에 인계를 했지. 아마 
벌금을 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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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느끼는 심정은?

  솔직히 아쉬움이 큰 것 같아. 몸은 비록 떨어져있지만 마음은 아직까지 소방에 남아있는 그런 
기분이랄까? 얼마 전에 신철원에 코인노래방 화재가 있었을 때 마침 인근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현장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어. 만약 여분의 장비가 있었으면 서슴없이 도왔을 거야. 
하지만 그러지 못 한다는 것을 알기에 쓸쓸한 생각이 들었지.

 마지막으로 후배 소방관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항상 건강이 최우선이야. 체력관리에 항상 신경 쓰고 현장에 나가서는 안전에 항상 유의하고 
퇴직 전까지 무사히 그리고 건강히 근무하다 정년으로 퇴직하길 바라.
 
  철원소방서 15주년을 축하하며,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철원소방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3장 _ 소방가족 이야기

철원소방서 http://fire.gwd.go.kr/cw119 _  289

 안 종 섭 ｜동송의용소방  13  장

 먼저 바쁜 시간 쪼개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의용소방 에 1982년도에 들어왔는데 그 당
시에는 소방서가 없었고 군청 민방위과에 소방
직 한분이 계셨고 각 읍면별로 차량 한 와 차
량을 운전할 사람 한 명이 있었을 뿐 이 어.
  당시 의용소방 원이 30명 정도 있었고 평소 
소방에 관심이 있었던 나는 내가 운 하는 가게 
앞 도로만큼은 화재로부터 지켜내자 라는 마음
으로 의용소방 에 들어가게 되었지. 당시 소방
차는 시내에서 떨어져 기하고 있던 터라 화재
가 나면 동송 시내로 들어와 우리 의용소방 원들을 태우고 출동을 하⑤ 했지.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크게 기억되는 활동 또는 가장 재미있었던 일이 있다면?

  당시 철원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의 소방차량이 많이 노후되어 있었어.
  근데 재미있게도 강원도 의용소방  기술경연 회의 우승에 한 부상으로 신규 소방차량이 
걸려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당시 우리 동송의용소방 는 역사도 있었고 원들 모두 사명감이 
투철했을 때 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연습을 했고, 경기에 임했지... 결국 우리 동송의용소방 가 
우승을 했지. 정말 모두가 기뻐했고 철원군 천체가 들썩 던 사건 이 어. 그때가 내가 의용소방
에 들어온 다음해 이었으니 나의 동송의용소방 에 한 자부심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

 의용소방대의 처우는 어떠했나요?

  그때는 소방관들도 힘들었겠지만 우리 의용소방 도 마찬가지 지. 사무실은 물론 기실도 
없었지. 내가 들어왔던 83년에 의용소방 장을 맡으셨던 김규세 장님이 사비를 들여 조그만 
사무실을 마련하 어 그곳을 기점으로 활동을 했지. 의용소방 에 들어오고 10년이 지나 1993년
에 철원지역에 소방 파출소가 생기면서 의용소방  사무실도 만들어지고 수당도 생기고 하 어.  
그 이전에는 정말 사명감과 봉사정신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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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장으로써 바라본 소방관은 어떠한가요?

  센터직원들이나 본서에 들어갔을 때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소방관들은 정말 봉사정신과 사명감
으로 가득 차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화재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항상 느껴왔던 거야. 
얼마 전 우리 가게 앞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구급 가 출동을 했는데 그때 내가 교통정리를 도와
주며 보았을 때도 전문적이면서도 배려 넘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의용소방대 활동 및 대장으로써의 직책 수행 등 많은 부분이 힘들었을 것
이라 생각되는데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힘든 점은 없다고 생각해. 화재가 걸려서 소방관
들이 출동을 하고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게 문을 
닫고 출동을 해서 같이 도와주지만 힘들다는 생
각을 해보지는 않았어.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의용소방  생활을 
할 수가 없지. 특히 우리 동송의용소방 는 더
더욱 그런 마음일거라 생각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으신지요?

  하하 사자성어는 글쎄... 좋아하고 항상 새기는 단어는 있는데 바로 “안전”이야 의용소방  생
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에 항상 새겨두었고 지금도 실천해 나아가는 부분이지.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또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음... 요즘 의용소방 는 우리 때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조금 더 봉사정신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지. 지금도 현 장과 가끔 모임을 갖는데 그때마다 의용소방 의 나아갈 길에 한 이야
기를 하지.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의용소방  생활을 한다면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난 믿어.

  동송의용소방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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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규 세 ｜동송의용소방  9  장

 먼저 바쁜 시간 쪼개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의용소방  단체는 정말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단체라고 생각해. 지금은 이
렇게 작은 단체를 운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철원 뿐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내가 힘이 있었어. 
여러 봉사 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었지만 의용소방 장 직위는 끝까지 놓지를 안았지. 
  처음 의용소방 를 할 때에는 완용펌프를 사용해서 사람의 힘으로 방수를 했지 그때는 차가 
없어서 완용펌프를 화재현장까지 옮기는 일도 만만치가 안았어. 한번 현장까지 옮기고 나면 하
늘이 빙글빙글 돌았지.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크게 기억되는 활동 또는 가장 재미있었던 일이 있다면?

  내가 의용소방  장을 맡고서 제일 먼저 한일이 소방차를 배치 받는 일이 지. 우여②절 끝에 
소방차를 배치 받고 차를 출고해야 하는데 원중에 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덤프 차량 기사를 섭외해 내 차로 출고지 까지 갔어. 출고지에서 철원에 들어오려면 서
울 시내를 통과해야 하는데 덤프 트럭 기사가 서울시내 주행을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방차를 몰고 기사에게는 내차를 운전하게 해 철원에 들어왔지.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 

 의용소방대의 처우는 어떠했나요?

  의용소방 에 한 지원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내가 장 때 원들이 쉴 수 있는 사무실을 
사비로 만들었고, 복장도 사비를 들여서 통일된 복장을 입었지. 
  그 당시 장이라는 직위는 화재를 진압한 후에 술 한 잔 살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했어. 내
가 퇴임하고 한참 후에 출동수당도 생기고 장학금 제도도 생긴 걸로 알고 있어.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장으로써 바라본 소방관은 어떠한가요?

  소방공무원들을 보면 참 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국민에 한 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 현장에서 환자를 할 때 또는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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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의용소방  생활을 하면서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 오히려 화재를 진압하고 동료들과 
술 한 잔 하면서 우애를 다졌던 기억이 많이 나. 지금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또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항상 현장에서의 안전을 당부하고 싶어. 한번은 의용소방 원이 소방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복
이 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원 한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 

  철원소방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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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현장 활동 이야기

나의 첫 대형화재...

❚ 성    명 : 김 준 섭
❚ 근무기간 : ’19. 11. 21 ~ 현재
❚ 주요경력 : 동송센터

  저는 동송119안전센터에 2019년 11월 21일 임용을 명 받았고 지금까지 동송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송119안전센터에서 경방과 구급 모두 수행한 경험이 있고 센터에서 
서무 역할을 하는 등 센터에서 특별한 여러 경험을 하 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은 여러 경험 
중 제가 현장 활동을 하면서 겪은 특별한 경험에 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때 사건은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여러 구급출동으로 인하여 피⑤에 지쳐
있었고 아침 교 점검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화재 출동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숙박시설 
화재 출동 건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신규직원이고 화재 출동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긴장하
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번 화재 출동에 펌프차 포함 물탱크, 굴절차, 구급차까지 동송센터에 
있는 모든 화재 차량이 출동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큰 화재라 생각하고 더욱 긴장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현장 도착 당시 상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숙박시설 외부에서 불꽃은 관측되지 않았지
만 외부로 연기가 발생하여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연기로 인하여 외부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코를 찌를 듯이 맵고 시야는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숙박시설 내부의 사람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했고 근처 주민들은 저희들에게 와서 현장상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 습니다. 그리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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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보조 역할로 개인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호스를 쥐어지며 숙박시설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어떻게 화재를 진압할지 또 내부의 요구조자를 어떻게 구출할 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그리며 한 계단, 또 한 계단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점 층에 도착하자 
연기로 인하여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화재의 열기로 인하여 안전장비 안
의 옷은 모두 땀으로 젖기 시작했고 공기호흡기 안은 가쁜 숨으로 인하여 습기가 차기 시작했습
니다. 화재의 열기와 제한된 시야는 이렇게 큰 화재가 처음인 저에게는 무척 당황스럽게 만들었
고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상황 하나 버티지 못한다면 남
들에게 비웃음만 받는 소방공무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더욱 굳게 다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팀장님을 필두로 앞으로 호스를 전개하여 드디어 화점으로 의심되는 방 앞에 섰습니다. 팀장
님이 문을 열자 앞에는 어둠뿐이었고 지옥이 있다면 여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까만 어둠만
이 저와 팀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강원소방학교에서 화재 수업을 받았을 뿐 
아직 화재 현장에 나온 경험은 이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 지 눈앞이 막막
해졌습니다. 아까 전 계단을 올라오며 생각했던 화재 진압 방법과 요구조자 구출 시뮬레이션은 
헛수고로 돌아갈 정도로 어두운 내부 습니다.

  그 순간 저의 팀장님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당황했지만 팀원들과 같이 따라서 진
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팀장님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팀장님 뒤를 바짝 쫓아갔습니
다. 하지만 저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팀장님은 보이지 않는 방 안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들어갔고 보이지 않던 벽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팀장님이 창문을 열자 내부의 어둠속에 빛이 쏟
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빛으로 인하여 내부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숙박업소 내부에
서는 전기장판이 타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고 불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팀장님의 지시로 
옥내소화전을 발견하고 옥내소화전의 호스를 전개하 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및 팀원은 옥내소
화전을 사용하여 잔화를 제거하기 시작하 고 배연작업을 하 습니다. 저는 화점 층에 남아있는 
요구조자를 파악하기 시작하 고 내부의 숙박업소 이용자를 밖으로 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의 연기가 어느 정도 제압되었을 무렵 선발 인 저희는 내부 상황을 진압한 후 본서 현장
지휘팀에게 인계를 하고 장비, 인원 이상 없이 귀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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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 첫 형화재 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고 회상하고 있습
니다. 이때 당시의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팀장님에 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화재현장에 진입하 을 때 시야가 보이지 않아 저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웠던 반면에 팀장님은 
자연스럽게 화재 현장을 진입하는 것을 보고 놀라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다수의 화재 현장 
경험을 가진 팀장님을 더욱 믿고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체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원소방학교를 졸업하고 나올 때 이제 체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과 달
리, 화재 현장을 경험하고 나니 체력은 소방 원에게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기초체력 운동을 생활화 하여 화재 및 구급 현장에서 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
습니다.

  셋째로 더욱더 화재에 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화재의 경우 화재 발생 원인이 전기장판이었습니다. 전기장판은 실생활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요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건입니다. 작은 물건이라도 가
볍게 보지 않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번 기회에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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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에서 받았던 첫 감사의 말 한마디...

❚ 성    명 : 오 승 택
❚ 근무기간 : ‘19. 11. 21 ~ 현재
❚ 주요경력 : 동송119안전센터

  펌프차 안에서 저 멀리 연기가 보이며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다시 한번 장비를 점검한 후 현장 도착 시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또한 화
재현장에서 안절부절 못 하는 신고자의 모습이 떠올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하고 싶
었다.  연기가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100미터.. 50미터.. 10미터.. 현장 도착..!

  현장 도착 후 공기용기를 열고 화재현장에 뛰어들었다. 내 상상과는 다르게 현장의 모습은 아
비규환을 방불케 하 으며, 당황해하는 신고자의 모습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 또한 당황할 수도 있지만, 내 주위의 동료들을 믿으며 서로 협력하며 
화재를 진압할 준비를 했다. 호스를 전계하며 관창 보조를 하며 현장에 진입했다. 화재현장은 보
일러실 화재로 이미 최성기에 도달한 상태 다. 뜨거운 열기와 화염 그리고 떨어지는 낙하물은 
우리를 잡아먹을 듯 위협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우리는 화염 속으로 한걸
음 전진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게도 출동 중 그 많던 떨림과 걱정들이 화재진압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직 화재진압 자체, 그 자체에만 집중을 기울 다.

  위험한 상황이며 각종 소리들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우리들은 협력하며 화재를 진압
했다. 화염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기쁨도 잠시 각성상태에 있던 감각들이 서서히 깨어나 온
몸에 피로가 려왔다. 하지만. 곁에서 걱정하는 신고자의 모습을 보니 피⑤해하는 모습도 사치
인거 같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무겁던 공기용기를 벗고 헬멧을 벗어 시원한 바람을 느꼈다. 피로와 걱
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개운한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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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신고자분에게 다가가 화재는 진압이 되었고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 더 이상의 재산피해
는 없을 거라 말하며 상황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신고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내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순간 나는 민망하기
도 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너무 감사해주는 것이 민망해 멋쩍은 웃음을 지었지만, 그분의 
진심을 알고 있어 나 또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입사 후 많은 날들이 지났다.

  그동안 내가 하는 이 일이 일상이 되어 모든 출동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일로 느껴졌지만, 이번 
화재 현장을 겪은 후.. 우리가 하는 이일이 그분들에게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위

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새롭게 느껴졌다.
  앞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동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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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직업.... 소방관

❚ 성    명 : 송  웅
❚ 근무기간 : ‘17. 01. 09 ~ 현재
❚ 주요경력 : 철원소방서 갈말센터 구급 원 

  소방공무원이라고 하면 부분의 사람들은 방화복을 입고 불과 맞서 싸우는 진압 원을 떠올
릴 것이다. 하지만 소방조직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업무들이 있다. 나 또한 처음 소방공무원이 되겠노라 생각하 을 때 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화재를 제압하는 진압 원을 생각하 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현 의 소방은 불을 끄는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 등 
각종 현장 활동부터 모든 재난의 예방 및 총체적인 국가 재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소방공무원이며 구급 원이라는 현장업무를 맡고 있다. 처음에는 화재진압 원만을 생각
하고 공부하 던 나에게 구급업무는 낯설고 자신이 없는 일 중 하나 다. 구급 원으로서의 출근
길은 두려운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마주하는 현장은 자신감이 없으며 부담이 되었다.

  이는 자연스레 환자에게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이를 알아차린 동료가 “사람들에게 소방 원은 어떤 상황이던지 구해주는 히어로 같은 존재”
라고 일러주었고, 이는 내가 소방 원으로서 정체성을 일깨워주었으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구급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늘어날수록 처치에 자신감이 
생기고 이는 환자에게 적극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구급 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출동을 하 지만 가장 값진 출동경험은 2017년 9월 어느 가
을날에 일어난 일이었다.
  점심식사 도중 다급한 수보원의 목소리와 함께 출동벨이 울렸었다. “50  남성이 축구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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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쓰러졌다”는 신고내용이 들려왔다. 원들은 벨이 울리자마자 출동할 채비를 하 고 지령서
가 출력됨과 동시에 현장으로 출발하 다.

  다급한 수보요원의 목소리에 현장의 심각성을 파악한 것이다.
  현장도착시 같이 축구를 하던 동료들은 119수보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수행하고 있었
으며 호흡, 맥박은 없는 상태 다. 운전요원은 보호자로부터 이어받아 가슴압박을 수행하 으며, 
구급 원인 나는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하여 심전도를 측정하 다. 제세동기에서는 “분석결과 
VFIB, 세동 가능한 리듬입니다" 라는 멘트가 들려왔다. 세동 가능리듬이라는 것은 쓰러진지 얼마 
안 된 상태이며 동시에 소생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책에서만 보던 리듬을 내 눈으로 처음 본 순간, 첫 출동만큼이나 긴장되고 떨렸지만 그동안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처치 방법을 익혀둔 덕분에 망설임 없이 다음 처치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제세
동기로 Shock 버튼을 누르고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환자의 얼굴에 
인상을 찌푸린 모습이 보 다.
  나는 다급하게 "CPR중지!!" 라고 외쳤고 환자 상태를 확인하 다. 환자의 경동맥은 희미하지만 
정확하게 뛰고 있었다. 자발순환회복 상태로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다시 심정지 상태로 돌아가
는 것은 매우 빈번하고 자발순환상태 중에서도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긴장을 
놓지 않고 다음 처치로 이어나가야 했다.

  혈압이 불안정하여 구급차로 옮겨 하지거상 후 의료지도를 받고 산소마스크 등 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 다. 현장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내 손이 구급차에서 보니 사시나무처럼 
덜덜덜 떨리고 있었다. 출발한 지 5분쯤 되었을 때 환자의 입에서 “너무 아파요”라는 말이 나왔
다. 자발순환상태에서 정신이 완전히 돌아온 것이다.

  환자에게 안정되는 말을 건넨 뒤 병원에 현재 상황을 통보한 뒤 재차 의료지도를 받고 보호자
에게 전화를 드렸다. 보호자는 동료들에게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뒤 오열을 하며 병원으로 출
발한 상태 다. 현재 상황을 침착하게 전달하니 보호자는 조금은 진정한 듯 울먹이며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후 병원에 환자를 자발순환상태로 인계하 고 그날의 하루는 조용히 마무
리되었다.

  며칠 뒤 환자는 건강한 모습으로 센터에 찾아와 감사를 전했고, 그 날 출동한 모든 원은 오
히려 살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기쁨의 인사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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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의 출동은 안일했던 지난날의 나의 태도를 반성하게 하 으며 현장 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름이 되었다
  이 출동을 비롯해 여러 값진 경험들을 겪다 보니 이제 나의 출근길은 보람찬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마주하는 현장에 보다 침착하고 노련하게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동료가 나와 같은 고민을 겪고 있다면 나는 말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언
제나 히어로 같은 존재”라고..



제4장 _ 현장 활동 이야기

철원소방서 http://fire.gwd.go.kr/cw119 _  301

화재, 방어가 중요해

❚ 소 속 : 갈말119안전센터
❚ 계 급 : 소방장
❚ 성 명 : 최 동 수

  아직 쌀쌀한 아침이었지만 하루를 열심히 근무한 동료들의 마음속에는 퇴근 후 안길 가족들의 
모습이 선하 다. 늘 그렇지만 든든한 직장생활의 이어짐은 가족이란 끈끈한 기다림이 전제되기
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농부가 처자식을 위하여 농사를 지을 때, 알찬 수확하기 위해서는 비바람 거센 폭우 아래에서 
또는 땅벌처럼 달려든 햇살의 따가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는 수고로움과 인내가 수
반되어야 한다.
  소방관으로 살아가지만 소방관들의 일상 또한 이런 농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우리의 
사명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다면 그 안전을 위협하
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마치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듬고 지켜주는 손길은 소방관들이 짊
어져야 할 책임이며 의무가 되는 것이다.
  소방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의 생명지킴이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써야 할 
내용들은 생명과는 거리가 먼 재산을 지켜내는 일이라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도 있다. 하
지만 우리가 이런 작은 기본적인 일들을 소홀히 할 때 생명을 지켜내는 막중한 일 또한 이뤄내
지 못할 것이다. 
  2016년의 2월하고도 20여일쯤이 지난 어느 날
  퇴근을 준비하던 우리들은 “화재출동”, “화재출동”이라고 울려 퍼지는 두 마디의 화재방송 지
령에 따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개인장비를 착용함과 동시에 탑승 및 출동에 임하 다. 화재현
장을 신속하게 도착해야 하는 소방차량은 마치 앞에 무엇인가가 가로막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처럼 긴박한 사이렌을 울려 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화재현장을 향해가고 있었다. 탑승한 
원들의 마음은 누구나가 그렇듯 ‘내가 감당할 만한 만만한 화마가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소방차가 도착한 화재현장은 건축자재를 팔고 있는 철물점으로, 이미 불길이 사방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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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기에 이르렀기에 소방 원의 진격형 모드는 그저 화마와 치하는 형세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속속 도착한 소방력에도 불구하고 화세는 이미 옆 건물로 옮겨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으로 전
개가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인접건물 화재방어 임무가 부여되었다.
  마치 용이 집어삼켰다가 토해내는 것처럼 쌓아놓은 건축자재와 판넬형 사무실은 새빨간 불길을 
하늘 높이 내보내고 있었지만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건물은 판넬 외벽의 간격 1m만을 유지하고 
있는 초라한 형세 다.
  최후의 진격지점이 철물점 사무실인 것처럼 불길은 더욱 거세게 다가오고 있었고 마지막 몸부
림인 듯 그 불길은 자꾸 인접주택을 건드리며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최후의 보루를 사수라고 하듯 우리는 65mm 관창을 들고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전
장의 병사가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아니 총알이 떨어져도 쉽게 그 자리를 뜰 수 없는 병사의 각
오처럼 말이다.
  높은 수압으로 인하여 원들은 지쳐가고 있었고 손과 어깨는 마비 증세가 오기도 하 지만 
그래도 방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건물을 사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는 것이니까 우
리들은 다행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급수지원한 물까지 다 써버리고 말았을 때,  화재방어를 책임지지 못할까 하는 심리적 
부담이 조급하게 되었고 나는 무전을 통해 지휘관 및 다른 팀에게 지원을 요청하 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그 많던 무전통신은 고요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서로가 급박한 상황에서 
무선혼선이 생긴 것이리라...
  사람으로 치면 두 사람까지 죽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한 사람만큼은 지켜내겠다. 그런 마음
으로 나는 도로로 달려 나가 안전주임을 붙잡아 “뒤쪽 화재방어가 중요하다. 바로 인접주택으로 
불이 번질 급박한 상황이다” 라고 앞쪽의 화재진압팀이 후면 주택방어에 임해줄 것을 긴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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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 다.
  다행히 새로이 급수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전면 화재진압을 담당하던 팀의 화재방어가 이뤄졌
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수해야 했던 주택건물은 상부 지붕을 살짝 그을린 채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급수지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면 아마 그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피로에 지친 원들을 위해 출근한 직원들과의 교체가 이뤄지고 집으로 돌아와 목욕을 하고 
잠시 누웠다.
  장시간 방수로,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조용히 나는 말했다. “괜찮아. 네가 잠깐 
저리고 아픈 것은 며칠이 지나면 낫겠지만, 네가 그 주택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그 집을 보금자
리로 삼고 살아야 했을 사람들에겐 절망의 나날이 되었을 거야. 넌 참 잘했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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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참혹한 현실...

❚ 성    명 : 최 재 
❚ 근무기간 : 19.06.12 ~ 현재
❚ 경    력 : 태봉센터 구급기관원

  매년 2번 정기인사이동이 있다. 현장경험이 거의 전무한 나는 임용된 지 보름 만에 구급기관
원이 되었다. 내가 과연 막중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주어진 일이니 열심히 하
자는 마음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소방학교 때부터 교관님들이 해주시는 끔찍하고, 험한 현장근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출동벨만 들어도 긴장하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소방 원으로서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19년 11월 6일 저녁 장비점검을 하던 중, 군용트럭과 할머니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으로 
출동하 고, 최 한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었다. 현장에는 군인들과 군의관,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둘러싸여 환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와 주처치 반장님은 즉시 분리형 들것과 처치가방을 들고 
할머니에게로 뛰어갔고, 할머니의 두개골이 함몰된 것과 어깨뼈와 퇴부가 골절된 것을 보고 
조심히 들것에 실어 현장에서 바로 출발했다. 응급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빨간 신호임에
도 불구하고 전부 그냥 지나쳤다.

  가까운 병원에 도착할 때쯤에 중증으로 의심되어 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주처치 반장님
이 말했고, 나는 즉시 차를 돌려 의정부로 향했다. 할머니 맥박은 점점 떨어지고 의식도 잃어가
고 있었고 당시 시간 가 퇴근시간이라 차가 정체되어있는 상태 다. 나는 사이렌을 켜며 비켜
달라고 했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비켜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은 다행히 양보해주었
고 나는 도로를 가로지르며 고속도로까지 빠르게 갈 수 있었다. 그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사
람들의 목숨이 나에게 달렸고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환자와 빨리 가달라고 부탁하며 울고 있는 
보호자, 그리고 뒤에서 열심히 의료지도를 받고 있는 주처치 반장님을 생각하며 최 한 빨리 이
송하려고 애썼다. 곧 병원에 도착하 고, 환자를 응급실로 들것을 이용해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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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옮기고 나서 혼이 나간 상태로 
구급차로 돌아와서 털썩 주저앉았다.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할머니가 걱정돼서 응급실로 가서 
할머니 상태를 봤더니 아직 숨을 쉬고 계셨고 맥박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 다. 장비들을 챙기고 
환자와 관련한 것들을 병원에 모두 인계하고 본서로 귀소했다. 며칠 후 의정부병원에 가서 들은 
소식인데 할머니는 안타깝게 숨을 거두셨다고 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갔어도 할머니는 살아계실 수도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며칠 동안 힘들었다.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배우고 진지하게 
근무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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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에서의 사고경험

❚ 성    명 : 조 규 석
❚ 근무기간 : ‘18. 11. 21 ~ 현재
❚ 주요경력 : 태봉센터 펌프, 고가차량 운전원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아침 교 점검시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여 전일 야간근무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교 를 하던 찰나 갑자기 화재출동 방송이 차고 안에 울려 퍼졌다. 당시의 
나는 펌프차량 담당자가 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시기 고 임용 역시 3개월이 지나지 않
았던 풋내기 다. 화재출동 벨이 울리는 순간 교 를 하던 모든 원들이 분주히 차량에 탑승을 
하 고 원들이 탑승한 것을 확인한 후 화재현장으로 출발을 하 다. 상물은 식품가공을 하
는 창고건물이었고 무전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현장상황보고는 화재의 규모가 심상치 않음을 
알려주었다.
  나는 더 속도를 내어 현장으로 향하 고 현장 도착이 5km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 고 긴장감을 달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행동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현장에 도착한 순간 이미 선착 가 와서 화재진압을 하는 중이었고 건물 외부에서 보이는 화
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다만 검은 농연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고 건물 내부 상황은 알 
수 없었다. 다행히 요구조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진압 원들은 곧바로 건물내부로 진입하

으며 나는 수관을 연장하며 방수를 시작하 다. 금방 잡힐 줄 알았던 화재는 나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점점 커져갔고 연기는 더욱 자욱해져 화재현장과 다소 거리가 있던 나 역시 편하게 호
흡하기 어려워졌다. 다급히 차량 안에 있던 분진마스크를 착용하 고 계속해서 화재진압활동을 
하던 도중 펌프차의 잔수량이 얼마 남지 않음을 확인하 다. 건물내부에 진입한 원들에게 무
전으로 상황을 알리고 다급하게 물탱크차에 급수지원을 요청하 으나 물탱크차는 선착  펌프차
량에 급수지원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던 나를 향해 누군가가 주
변 소화전에서 급수를 해오라는 지시를 하 고 나는 서둘러 차를 돌려 현장과 200m가량 떨어진 
소화전에서 혼자 급수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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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 내 모든 소방차가 동원되었고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었을 만큼 화재의 규모는 작지 않
았고 검은 농연은 전보다 더 심해져 마음이 급해진 나는 어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
을 느낀 나머지 현장으로 차를 돌리기 위해 후진하던 중 전신주와 부딪치는 어이없는 사고를 만
들었다. 사고 직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사고부위의 상태를 확인하 으나 현장 활동에 지장이 없
다는 판단을 하 고 다시 화재현장으로 복귀하여 화재진압중인 펌프차에 급수지원을 실시하 다. 
날씨가 추운 탓에 방수와 급수지원 때문에 바닥에 떨어졌던 물이 얼어붙어 빙판이 되었고 현장
에 있던 사람들은 그 위를 걸으며 미끄러지기 일쑤 다. 다행히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차량 안
에 있던 염화칼슘을 바닥에 뿌려 안전조치를 실시하 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가능하게 하 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원요청을 하 던 포클레인이 도착하 고 현장에 있던 모든 소방 원들과 의
소  및 현장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불은 점점 잦아들었다.
  10:30분, 드디어 무전을 통해 완진 통보를 받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잔화정리를 
이어나갔다. 내부에 진입했던 진압 원들은 밖으로 나와 장비를 풀어헤치고 맨땅에 누워 휴식을 
취하 는데 TV에서나 볼법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을 실제 나의 동료들을 통해 보니 마음이 안
타까웠다. 1시간 이상 잔화정리를 실시하 고 모든 상황 종료 후 팀장님 및 센터장님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 으며 마무리 후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동료 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철원에서 몇 년에 한번 발생할까 말까 하는 화재 다는 말을 듣고 귀중한 경험이었다는 생각과 
동시에 나 자신이 했던 현장 활동을 돌아보며 다음에는 더 나은 현장 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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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의 따듯한 격려와 배려... 감사합니다!

❚ 성    명 : 박 상 웅
❚ 근무기간 : ‘19. 11. 21 ~ 현재
❚ 주요경력 : 화재진압 원, 서무업무 담당

  철원이라는 지역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실습생으로 철원소방서를 오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그전까지 철원은 군부 와 추운 지역이라는 것 이외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고 실습지로 배
정이 되었기에 간략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본 것이 전부 다. 알아본바 한탄
강과 비옥한 토지로 농산물이 유명한 지역이었다. 이를 토 로 여름철에는 한탄강 래프팅관련 
안전사고가 잦을 것이고 겨울에는 농작물 관련 화재사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러한 화재 
현장에 직접 참가하는 상상을 하며 첫 실습지인 철원소방서 김화센터에 부푼 가슴을 안고 배정
을 받아 1주일을 보내게 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인 나를 센터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및 전 직원이 반겨주었고 바쁜 
업무시간을 쪼개어 현장에서의 마음가짐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다. 실습기간 중 특히 인상 깊
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소방 원으로서의 자세 다. 비단 철원지역뿐 아니라 강원도 내 여러 지
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오신 베테랑 선배님들께서 하나같이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었다.
  “소방 원으로서 항상 자부심을 잊지 않고 현장에 나가 관창을 드는 그 순간 본인 이외에 관
창을 넘겨주어선 안 된다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고 말씀하셨다.
  누군가는 흘려들었을 수도 있는 얘기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팀장님의 눈빛은 지금도 소
름이 돋을 정도로 잊혀 지지 않는다.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계신 선배님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에 한민국의 소방력이 강해질 수 있었고 지금의 소방청, 국가직이 될 수 있었던 기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소방직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다시금 잡을 수 있었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
식과 경험을 얻은 소중한 1주일이 되었다. 실습을 마치고 소방학교를 졸업하여 다시 철원소방서 
김화센터로 근무지를 발령받았다.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게 가르침과 감을 주신 선배님들의 동료로서 첫발을 
내딛는 가슴 뛰는 순간이 현실이 됐다.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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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 첫 주택화재출동이 있었다. 좁디좁은 골목길을 1분 1초를 다투며 겨
우 도착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릴 만큼 참담했다. 곳곳에서 불꽃이 튀고 
가전제품이 터지는 소리가 났다. 너무 당황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그 순간 본인보다 나이어
린 선배가 관창을 들고 화재현장에 용감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현장에 계
신 팀장님은 침착하게 현장상황에 한 지시를 내려 주셨다. 선배님들의 눈빛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그에 반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뒤에서 우물쭈물하던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졌다. 뒤이
어 철원소방서 지휘팀 및 지원팀이 도착하 고 현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능력 있는 선배님
들에 비해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부끄럽기만 한 나의 첫 화재진압은 막을 내렸다.
  소방관이 되기 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자신감은 바닥 깊숙한 곳까지 추락하 다. 
“돌아가면 혼나는 일만 남아있겠구나.....” 그렇게 기가 죽어 센터에 들어왔는데 선배님들께서 혼
내시기는커녕 신고식 축하한다며 그날 저녁식사로 삼겹살을 준비해 주시며 전부다 고생했다고 
다독여 주셨다. 식사 후에도 기죽어 있을까 봐 일부러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뭘 해도 이렇게 
잘하냐며 농담까지 해 주셨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
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님들께서 이런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잘못한 점을 탓하지 않으시며 
일부러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소방직에 들어오기 전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 봤지만 하나같이 잘하지 못하면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었다. 과정보다 결과만을 보는 사회에서는 잘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하지
만 김화센터 선배님들은 결과를 보시기 전에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봐 주셨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선배님들의 응원 덕에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사건에 한 두려움이 사려졌고, 최근 발생한 농
가 화재사건에서 볏짚이 15000여 톤에 달하는 큰 규모로 볏짚이 연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
하게 뛰어들 만큼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예상외로 볏짚에 붙은 불은 쉽사리 연소되지 않았고 
공기용기의 압력은 점점 바닥을 보여 경고음을 울린 지 한참이 지났다. 마침내 공기가 없이 모
든 연기를 마시면서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호흡을 하기 어려워 머리는 
점점 어지러웠고 의식이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다. 구급 원인 선임들이 방화복을 
입고 제가 잡고 있던 관창을 신 들어 화마와 싸워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긴박한 와중에 되레 
저를 챙겨주시고 “반장님 많이 힘드셨죠? 걱정 마시고 공기용기도 갈고 물도 천천히 드시고 오
세요. 여기는 저희가 맡을게요.” 라며 안심까지 시켜 주셨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줄기 
빛과 같이 느껴졌고 그때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화재를 진압하다 기절하는 안전사고로 번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이런 선배님들의 이타심과 희생정신은 내가 앞으로 근무하면서 만날 많은 후
배 소방공무원들에게도 보여주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하루하루 단한 선배님들께 분에 넘치는 사랑과 배려로 업무를 배워 나가며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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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김화센터에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다. 실습부터 지금까지 철원소방서 김화센터를 떠올리며 
드는 생각은 나를 진짜 소방관으로 만들어 준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장에 임하는 자세와 업
무 더불어 동료들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지.. 비번 날 오히려 출근을 해서 선배님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근무하는 것이 즐겁고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곳에서 나를 진짜 소방관으로 만들어주었듯 나 역시 이러한 사랑을 철원군민들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소방관이 돼 철원지역에 더욱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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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최고의 스승...

❚ 성    명 : 백 충 현
❚ 근무기간 : ‘18. 11. 21 ~ 현재
❚ 주요경력 : 김화119안전센터 구급 원

떨리는 출동 중

  때는 2019년 4월 말, 구급 원이 된지 4개월이 조금 지나 봄비가 그치고 햇볕이 따듯했던 어
느 날, 항상 긴장과 설렘의 연속인 구급 원 나날에 특별한 구급출동이 있었다. 바로 심정지 환
자 구급출동이었다. 심정지 환자가 처음은 아니었으나 셋이 아닌 2급 응급구조사와 1급 응급구
조사 단 둘이서 구급차를 타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내가 현장을 장악해
야 하는 구급 출동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급차로 현장 이동 중 신고자 가족이 상황실 지도
하에 심폐소생술 중이라는 본부의 무전을 받은 순간 나는 손과 발이 덜덜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현장 시나리오, 학교 강의시간에 충분한 인력과 딱 맞아떨어지는 상
황 연출로 했던 심폐소생술 모의 평가가 아닌 현장 책임자가 되어 심정지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진짜에 맞닿았기에 더욱더 빠르게 쿵쾅거렸다. 어떤 현장에서든 경험이 부족한 나를 진정시켜주
며 정신적 지주 던 선임 반장님도 그 무전을 듣고 진지해지는 순간이었다.

분초를 다투는 현장

  현장 도착 당시 손주로 추정되는 학생이 울며 심폐소생술 중이었다.
  찰나의 짧은 순간 학생시절 병원 실습 중 실시했던 첫 심폐소생술을 했던 기억이 주마등처
럼 지나갔다. 어리바리하며 ‘내 옆엔 의사가 있다’라며 안심을 하고 內부압박만 하며 20  성인
에게도 부담이었던 첫 內부압박을 손주로 추정되는 학생이 부족함이 없는 자세로 內부압박을 시
행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손주는 우리를 보고 자리를 비켜주었고 우리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했다.
역시나 환자는 의식이 없고 맥박도 느껴지지 않았고 반사호흡 중인 상태 다. 내 이마엔 식은땀
이 맺히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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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 장점이자 단점인 넓은 면적과 포장되지 않은 길은 센터에서 현장 도착까지 악 향을 
끼쳐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고 익숙하지 못한 현장에 자신이 생
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즉시 제세동기를 부착하여 심장리듬을 확인하 고 눈빛만 보아
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선임 반장님은 가벼운 눈 맞춤과 동시에  즉시 內부압박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다. 과묵하게 옆에서 날 믿어주며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잘 맞는 든든한 반장님
이었다. 환자에게선 용감한 손주 덕분이었을까? 제세동 가능 리듬인 심실세동이 관찰되었다. 심
실세동이 있을 땐 신속한 제세동이 환자에게 응급처치로 시행이 된다면 제세동 불가능 리듬이 
관찰될 때 보다 생존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즉시 제세동을 시행하 고 선임 구급

원은 지속적인 內부압박을 시작하 고 나는 기도유지 및 양압환기를 하며 응급처치가 시작됐
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보호자에게 환자에 하여 문진 중 천청 벽력같은 얘기를 듣게 
되었다. 지난주에 스텐트 시술을 하고 오셨다는 것이었다. 많이 연로해 보이셨고 심장질환도 있
다고 하시니 심폐소생의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절망적이었지만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며 선임반장님과 나는 최선을 다하며 두 번째 제세동과 심폐소생술을 진행하 고 보
다 전문적인 응급처치 및 상황 판단을 위해 의료지도를 요청하려던 찰나 선임 반장님의 ‘잠깐만! 
심장 돌아온 것 같은데?’라는 말에 제세동기 확인 결과 규칙적인 심전도 리듬과 손목동맥에서도 
맥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노련한 현장 경험이 있는 선임 구급 원이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캐치하는 순간이었다. 의
식은 없으나 분당 약 65회의 맥박수가 확인이 되었고 혈압도 100/60 정도 측정되었다. 즉시 의
료지도를 받아 기도유지 및 고농도의 산소투여하며 IV라인 확보를 시도하 다. 언제 또 발생할
지 모르는 심정지 상황을 비하며 가슴 졸이며 철원병원으로 이송을 시작하 다.
  병원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할 때 그때서야 출동이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났다.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 구급 원을 맞이했고 현장근무 원으로서 긍지와 희
열이 느껴졌다. 어쩌면 달리는 구급차 뒤에서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하는 책임감의 무게를 덜어
낸 안도감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 

귀소를 하고 난 후

  환자를 인계 후 센터로 귀소 하는 구급차의 조수석 승차감은 정말 최고 다.
  사람의 살고 죽음은 천명에 달려있다는데 내 손으로 사람을 소생시켰다는 사실은 그만큼 벅차
올랐기 때문이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선임구급 원과 귀소하면서 부족했던 현장에 한 피
드백도 하고 느꼈던 감정들을 이야기하며 전우애가 더욱 끈끈해지는 귀소 길이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환자의 상태가 궁금하여 병원에 수소문을 해보았다. 의식은 돌아오셨다고 
하지만 보호자가 연명치료를 포기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그 소식이 그 환자의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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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소식이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결과 으나 역시나 죽음이라는 것에 숙연해지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비통함과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졌을 가족들을 생각하니 우울함과 복잡한 감정이 찾아왔다. 출
동부터 최선을 다하며 1분 1초를 아쉬워했고, 구급차가 더 빨리 현장에 도착했다면, 현장에 출
동한 구급  인력이 충분하여 보다 전문적인 소생술이 시행됐더라면 환자의 예후가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만 같은 자괴감이 들었다. 자괴감이 내 얼굴에 비쳤는지 선임 구급 원은 나에게 구름
과자와 커피 한잔의 여유를 권유하며 ‘초보운전자는 커브길이 나오면 당황하지만, 운전을 계속 
하면서 커브 길에 들어서기 전에 속도도 줄이고 핸들도 한 번에 틀지 않고 천천히 길에 맞춰 
돌린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당연한 것이다. 적응되지 않고 힘들겠지만 네 잘못이 아니다 너랑 
나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으니 자책하지 마라 겁이 걱정되고 침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 죽는 거다’라며 위로해 주었고 당시의 상황을 견디게 해 주었다. 정말 
든든하고 멋있는 최고의 파트너 다.
  아마 그때 위로를 해주던 선임 구급 원 반장님의 충고는 원히 기억되고 누군가에게 계승이 
될 것 같다. 이젠 우리센터 구급차에도 세 명이 타고 그 세 명 중 내가 최고선임이다. 조만간 
승계가 될 것 같은 기분이다. 특별구급 도 같이 출동한다. 이젠 현장이 떨리지 않는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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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길 기다리며...

❚ 성    명 : 이 정 규
❚ 근무기간 : ‘09. 09. 25 ~ 현재
❚ 주요경력 : 119구조 원/화재진압 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늦은 8월 여름날이었다.
  주말 당번근무라 24시간을 소방서에서 보내야 했기에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뒤로한 채 출근을 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출근해 교 점검을 실시하고 출동장비를 점검하고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했다.

  그렇게 그날은 특별한 출동 없이 조용한 낮 시간이 지났고 맛있는 저녁식사를 했다. 그리⑤ 
체력단련을 위해 후정에서 몇몇 직원 그리고 의무소방원과 농구시합을 하고 있었다.
  즐겁게 몇 게임을 마치고 잠시 쉬고 있던 찰나.. 들리지 않길 바랐던 벨소리가 울렸다 “구조출
동, 구조출동, 명성산 산안고개 산악구조 출동” 산악 조난자 구조출동이었다...
  부리나케 신발을 갈아 신고 가방에 생수를 챙기고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우리는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다.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명성산...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은 40  부부 고 주말을 맞아 등산을 왔다가 그만 길을 잃어 헤매다 
결국 119에 조난요청을 한 것이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어두운 산중에서 별도의 비상
용품을 챙겨오지 못한 듯했다.

  아무튼 우리는 다른 출동에 비해 원 5명 중 2명은 차량에서 기하기로 결정하고 선배 
1명과 나, 그리고 의무소방원 1명과 이렇게 3명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명성산이 포천과 철원을 둘 다 품고 있기에 이 등산로는 우리 철원소방서 관할이 아니었다. 
하지만 기존부터 이 등산로에 조난자가 생겼을 때 우리 관할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고 출동을 한 
적이 제법 있기에 어느 정도 숙지해놓은 상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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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정도 올라가자 포천소방서에서 설치한 표지판이 보 다. “그래 어느 정도 등산로를 알고 
있으니 가보자” 우리는 요구조자와 계속 통화하며 위치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덧 산 중턱까지 
올랐고 요구조자는 보일 기미가 없었다. 또한 요구조자들은 현재 자신들의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 
했다. 아무래도 등산로를 벗어나 어느 산중에서 헤매고 있는 것으로 보 다. 산중이다 보니 핸드
폰 신호는 잘 잡히지 않았고 요구조자의 핸드폰 배터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거기다 밤이 
깊어져 등산로도 잘 보이지 않고 많은 바위가 있어 부상의 위험요소들도 많았다.

  우리는 요구조자에게 이동하지 말고 현재위치에서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더욱 힘을 내 오르기 
시작했다. 몸은 이미 땀에 흠뻑 젖었고 출동 전에 체력단련을 한 탓인지 평소보다 금방 지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견뎌야 했다. 깊은 산중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요구조자를 생각하며 이 악
물고 산을 올랐다.

  그렇게 2시간정도 올라 정상에 도착했다. 숨이 차올랐다. 그리고 잠깐의 휴식을 취했다. 올라
오는 동안 요구조자는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다시 요구조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향
해 하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소리를 외치며 요구조자를 찾았고, 그렇게 30분쯤 흘렀을까... 드디어 어디선가 우리의 
부름에 답이 들렸다. 요구조자들이 이 근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새벽 2시경 요구조자를 만날 수 있었다. 부부는 우리를 보자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반가워했다. 다행히 두 부부는 조금 지쳤을 뿐 부상을 당하거나 탈진한 상태는 아니었다. 우리는 
요구조자들에 물은 건네주고 안위를 확인 후 잠시 휴식을 취하 다. 요구조자들과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체력을 소비한 상태라 하산 중 부상의 위험이 있고 어두운 산중이라 등산로를 이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조자들에게 동의를 얻고 동이 트면 하산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여름
이긴 했지만 새벽 산중은 쌀쌀했다. 요구조자들에게 재킷을 벗어 덮어주어 보온유지를 해 주며 
휴식을 취했다. 휴식을 취하며 문뜩 군 생활이 생각나기도 했다. 군 생활이후론 산에서 밤을 지
새우긴 처음이었으니까. 잠깐 추억에 잠겨 눈을 감고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러 6시경 동이 
트기 시작했다.

  이제 하산만 잘하면 된다... 등산화의 끈을 다시 조여 맸다.
  드디어 하산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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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산하는 길에 두 부부는 다행히 편안해 보 다. 조금 험한 길에서 서로 손을 잡아주며 챙겨
주는 다정한 모습에 예전에 아내와 등산을 갔던 기억이 생각나기도 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험
한 하산 길을 내려왔다. 밤새 등산로 입구에서 기한 원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리고 요
구조자들의 차량까지 안전하게 배웅해 주었다.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우리에게 손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다음 근무 팀과 교 를 하고 따뜻한 물에 샤워를 했다.

  몇 년 묶은 체증이 내려가듯 개운했다. 그리고 같이 출동했던 선배와 웃으며 그날 매우 힘들었
다며 농담을 하⑤ 했다. 그렇게 며칠 후... 갑자기 알 수 없는 야식이 배달되었다. 고맙게도 며칠 
전 구조했던 그분들이었다. 고마움의 인사말과 함께 간식을 보내주신 것이다. 원들과 맛있게 
야식을 먹으며 뿌듯했다. 가끔은 위험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
키는 이일이 뿌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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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의무소방대원 복무수기

나의 의무소방 도전기

상방  이 현 준

  의무소방 는 2001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홍제동 주택화재 및 3월 7일 연산동 빌딩화재로 
7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5명이 부상당한 일을 계기로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조하기 위한 소
방 보조인력의 확충을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저는 의무소방원이 되기 이전부터 소방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는 등 소방조직에 관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이
후 병역의무이행에 해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무소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무소방으로서의 
경험이 전역한 이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보람찬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61기 의무소방원에 지원하 습니다. 그때 당시 추운 겨울에 체력시험을 진행하
는데 평소에 연습을 하지 않아 아쉽게도 체력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

에 충분한 준비를 한 후 62기 의무소방원에 합격하여 현재철원소방서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생
각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불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연습을 하 고 그 덕분에 체력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체력시험에 합격하 을 때 저는 당시 학교 여름방학이었고 필기시험까
지는 1달여 가량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2주간 공모전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의무소방 필
기시험에 할애한 시간은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시험공부에 열을 올
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1학년 여름방학인데 방학기간에 쉬지도 못하고 공부만 하는구나.” 
라고 게으른 마음이 들기도 하 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다그치며 공부에 집중하 고 필기시험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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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 인성검사를 하러 갔었는데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소방
원 분들과 중앙소방학교를 둘러보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면접시험을 앞두면

서 처음 겪는 면접시험이라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너무 떨지 말고 자신감 있는 자세로 시험에 
임했고 최종적으로 의무소방원 선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의무소방원으로 입 를 앞두
고 학생으로서 학업에 매진하 습니다.
 
  입  후 육군훈련소에서 처음으로 동기들과 규칙적으로 단체생활을 하 는데 익숙하지 않아 
많은 고생을 하 지만 그럴 때마다 동기들과 앞으로 의무소방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생
각하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육군훈련소 수료 후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생 신분으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체력단련과 하루 종일 진행되는 실무 교육에 지치기도 하 지만 입고 있
는 소방 기동복을 보며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정들었던 동기들과 저희들을 교육시켜주신 교관님들과 헤어져 남은 기간 동안 의무소
방원으로서 복무하게 될 철원 소방서에 배치되었습니다. 서장님께 신고식을 한 뒤 태봉119안전
센터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 습니다. 알고 보니 철원 소방서에는 의무소방원이 저와 제 동기 두 
명뿐이어서 처음 일을 배우는데 애를 먹었지만 그럴수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센터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제가 소방서 생활에 적응할 수 있
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물탱크 차에 배치되었는데 화재출동과 급수지원 출동에도 나가 소방보조업무를 수행하 습
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64기 후임 2명이 추가로 배치되어 같이 근무하는 의무소방은 저를 포함하여 4명이 되었습
니다. 이후 저는 119구조 에 배치되어 화재출동, 동물구조출동, 시건개방출동，E/V사고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앞으로 의무소방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보람찬 경험은 소방인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길” 이라는 소방가가 있습니다. 저에게 소방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길입니다.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가짐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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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을 꿈꾸며... 

태봉 119안전센터 일방  노 의 규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원소방서 태봉 119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인 제 64기 의무소방원 노의규
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 1일에 논산훈련소로 입 해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에서 다시 4주간의 의무소방원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에 2019년 
9월 26일자로 본서에 배치를 명받았습니다. 약 5개월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 동안 
철원소방서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에 해 간단하게나마 적어보려고 합니다.

  의무소방원으로 입 하기 전, 그리고 본서에 배치받기 전까지만 해도 소방관에 한 저의 인
식은 긍정적이기보단 부정적인 쪽에 가까웠습니다. 뉴스에서 보이는 날마다 쏟아지는 안전사고
들과 그로 인한 사상자들, 그리고 온갖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모습
까지. 이런 모습만 볼 수 있었던 제게 소방관은 매 순간순간마다 극한의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직업으로만 비쳤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험하게 된 소방서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결코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로만 접하고 저 혼자 상상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지내는 소
방서에서의 생활과 직접 만나본 소방관분들은 더 단하고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극한의 상황일 것이기에 소방서 내부의 분위기도 매우 경직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
게 센터 내의 직원 분들과 사내의 다른 직원 분들도 저희를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어
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와서 이야기하라는 어느 한 반장님의 말씀은 제가 그동안 
해 왔던 걱정들과 가지고 있었던 부담감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신 센터의 반장님들과 다른 직원 분들의 배려와 관심 덕분에 소방서 생활에 잘 
적응해가던 중, 직원 분들이 화재출동을 나가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여유가 넘치
시던 반장님도 급하게 뛰어나가시고, 장난을 많이 치시며 센터 내 분위기를 늘 기분 좋고 밝게 
만들어 주시던 반장님도 한순간에 진지해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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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센터내의 분위기가 부드럽고 여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상황에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출동벨이 울려도 바로 출동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기에 
평상시에 긴장하고 경직되어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하시다가 다시 일상에서는 여유를 가지시는 반장님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멋진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약 5개월간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센터의 구급 원분들을 도와 같이 구급출동을 
나가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접해볼 수 없는 상황과 경험이기에 제가 나갔던 
출동의 내용을 부분 기억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출동을 이야기 해
보려합니다.

  첫 번째는 소방서 인근의 한 펜션으로 구급출동을 나갔을 때입니다. 칼부림 사건으로 경찰이 
공동 응을 요청한 출동이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긴장한 상태로 구급차에 올라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록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했고, 가해자는 도주하여 곧바로 귀소 했지만, 지금
껏 제가 나갔던 출동 중에서는 가장 긴장되는 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긴장
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현장상황을 파악하시고 처를 하시는 구급 원분들을 보면서 
정말 단한 것 같다고 생각한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센터에 배치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갔던 교통사고 현장이었습니다. 쓰레
기를 수거하는 트럭이 전복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 와 같이 출동을 나갔었는데, 현장에 도
착해보니 이미 운전자는 다른 센터의 구급 가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고 먼저 도착한 구조 와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한 다음, 혹시 모를 추가 피해자가 
있을까 하여 보호난간 너머의 가파른 산길로 수색을 나서시는 반장님들의 모습에서 정말 조금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고, 관계인과의 통화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한 번 더 주위를 살펴보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으며, 내가 이런 분들을 도우며 같이 일하고 있
다는 생각에 나름의 자부심과 뿌듯함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저에게 소방관의 꿈을 가지게 해준 출동이었습니다. 저녁 장비점검 도중에 급하게 
걸린 출동이라 정확한 내용을 듣지 못하고 구급차에 올라탔던 기억이 납니다. 현장에 도착해 상
황을 보니 약 60~70  정도 되시는 할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많이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랴부랴 할머님을 구급차로 옮기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저도 조처치를 담당하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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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님들 도와 지혈 및 수액 투여 등 여러 처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지식도 매우 부족
하고,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전무했습니다. 반장님은 매우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저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많이 
안타깝고 아쉬웠었습니다. 이송을 마치고 귀소하는중에 구급 원 반장님들이나 다른 직원 분들
처럼 누군가가 위급한 상황일 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고, 그 생각을 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소방관이 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철원소방서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느낀 건 ‘인간적인 소방관’이었습니다. 일
반적으로 사회에서 민간인들이 바라보는 소방관의 이미지는 강하고 단단한 이미지입니다. 앞에
서도 말했듯이 저도 그러한 관점으로만 소방관분들을 지켜봐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서 만난 소방관분들은 온갖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는 단단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고 살필 줄 아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모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기 한 몸 챙기기도 벅찬 출동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둘러볼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가진 
소방관분들을 만나고 직접 도우며 같이 생활해 볼 수 있어서 저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소방관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무소방원
으로 복무해야 하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저희를 잘 챙겨주시는 직원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시험도 잘 준비하고, 남은 복무기간도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남은 기간에 비해 복무한 기간은 매우 짧지만, 그 짧은 기간 속에서도 느끼고 배운 것들이 참 
많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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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의무소방 근무수기

철원소방서 119구조  상방  곽 지 운

  안녕하십니까?
  철원소방서 119구조 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방 곽지윤 입니다. 저는 2019년 3월 21일에 논산
훈련소에 입 해 4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4주간 소방학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은 후 
5월 16일 부로 소방서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곳 철원소방서에서의 의무소방 생활이 9개월가량 흘렀고, 소방서에서의 생활이 
많이 적응되고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의 과정을 돌아보기 위해 입  전부터 
입 까지의 과정, 이곳에서의 생활과 지내면서 배운 것들에 해 써보고자 합니다.

  제가 의무소방이란 체복무에 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의무 경찰 시험을 준비하던 도중이었
습니다. 솔직한 마음에 군 , 군인이라는 딱딱한 체계에서 군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의무 
경찰과 같은 체 복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무 경찰은 경쟁률이 20:1 가까이 
되고 추첨 방식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같은 시기에 입 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동기에게 의무소방이라는 체 복무에 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해야 하지만 추첨이 아니라는 점, 육군으로 복무한다면 경험해 보지 못할 경험들을 해 볼 수 있
다는 점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평생 119 한번 불러본 적 없는 제가 직접 소방관들과 함께 위
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러 간다는 것이 평범한 군 복무보다 나에게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뜻깊은 의미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의 복무기간이 더 
길어도 분명히 더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의무소방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소방에 지원한 후, 필기, 실기, 인성과 면접까지 총 4번의 시험을 거쳐 의무소방 입 를 
확정 지었습니다. 매 시험마다 충남 천안까지 가야 하는 것이 조금 번거로웠지만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합격에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어 스스로에게 뿌듯했습니다.
  18년도 12월의 면접을 마지막으로 저는 의무소방에 합격했고, 이듬 해 3월에 입 해 본격적
으로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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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히 사고 없이 논산에서 4주 훈련을 마치고, 천안에 있는 소방학교로 후반기 교육을 받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소방학교에서 좋은 강습을 받고 좋은 지역에 배치받고 싶은 마음에 전체 
표를 지원해 보고, 교육생과 교관 분들 사이의 갈등, 교육생과 교육생 사이의 갈등, 소방의 확산 
문제까지 다사다난했던 후반기 교육이었지만 마지막 하루까지 무사히 마치고 배정받은 춘천소방
서로 향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배정받은 부처는 119구조 습니다. 첫 한달 동안은 구조공작차에 있는 장비
들, 장비들의 사용방법과 위치들, 조심할 것들에 해 교육받고 2주 차부터 같이 출동을 나갔습
니다. 다섯 달 동안 략 60번 정도 출동을 나갔고 주로 개포획 출동, 시건개방 출동이었지만 
가끔씩 교통사고 출동, 여름엔 벌집 제거 출동이 잦았다. 하루는 동송에서 뱀포획 출동이 있었는
데, 그때 처음으로 장난전화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구조 에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구조 현장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주간 근무인데 반해 
반장님들은 3교 기 때문에 매일 매일 다른 반장님들을 만나라 수 있었기 때문에 각 팀의 분
위기와 성향에 해서도 알 수 있었다. 5개월간 구조  생활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이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뜻깊은 5개월이었다.

  구조에서 5개월 후 저는 2층의 부속실로 배정되었습니다. 구조 와 달리 출동을 나가지는 않
았지만 그 신 나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부족했던 전공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워드프로세서, OPIC,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공부를 해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의무소방으로 복무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일과 후의 편안함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 후 저는 다양한 여가 생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화,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체력을 기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
고 일과 후에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독서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무소방 복무의 장점은 주말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근무한 노⑤함, 스트레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화도 보고, 개인 취미 생활을 즐기며 해
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 달에 한번 씩 있는 정훈교육, 근무 중 다녀오는 힐링캠프, 자주 
나오는 외박과 특박이 의무소방의 장점입니다. 작년 10월과 11월에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알펜
시아와 힐링 스파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동기들과 만나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스파와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들을 들으며 힐링할 수 있었습니다.

  의무소방은 두달에 한번 2박 3일의 외박, 일주일에 외출 한번, 진급마다 10일 가량의 휴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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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여름에 하계특박, 명절마다 명절 위로 휴가에 더해 자격증을 딸 때마다 
특별휴가도 나옵니다. 복무기간이 2개월 더 긴 신 그만큼 휴가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무소방 복무가 절반 이상 지났습니다. 철원 소방서에서 근무하며 많은 소방관 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셨으며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담당자분들은 저희의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괴롭히는 사람은 없는지 자주 확인해 주셔서 항상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119 구조 , 부속실에 근무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뜻깊은 군생활을 보냈습
니다. 2020년 12월 19일이 제 예정 전역일이며 그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보조활동에 충실할 
예정입니다.
  5개월의 구조  근무도 끝났고 부속실 근무도 이제 2개월가량 남았습니다. 4월에 부속실 근무가 
끝난 후, 태봉센터로 옮겨가 근무를 할 예정이며, 태봉센터에서도 구조 에서처럼 다른 소방관 
분들을 보조하며 다양한 경함을 한 후 무사히 전역하고 싶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잘해주시는 소
방관 분들께 감사하며 남은 군생활을 무탈하게 마무리하고 전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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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고맙습니다

2019.04.11. 엄종연

너무나도 고마우신 분~~~

  안녕하세요~~ 
  2019년 4월 10일 략 오후 4시 30분쯤  금강산 목욕탕에서 저희 아버님께서 쓰러지셨는데,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으로 후송해 주신 덕분에 병원에서 검사받으시고, 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아 어젯밤 11시쯤 퇴원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119에 전화를 걸으니, 연락처는 알 수 없고, 철원소방서 홈페이지에 글은 남기
라고 하셔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아버님은 현재 저희 집에서 일주일간 더 계시다가 다시 철원 
집으로 가실 예정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감사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지금은 아버님을 저희 집에(용인죽전) 계신
상태이고, 아버지가 일주일 정도 몸조리하셔야 해서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시골집에 내려가실 
때 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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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이종인

명성산 발목 골절 환자 구조
(박상섭, 고병각 구조팀)에 감사드립니다.

  2019.3.3일(일요일), 삼부연 폭포길 통해 명성산 석천사 절터 부근을 산행하던 일행 중 1명이 
발목이 접질려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축하거나 업고 가려 했으나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날도 춥고 깊은 산중이라 휴 폰도 잘 터지지 않은 곳이라서 119에 신고를 하 는
데, 간간이 통화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하면서 철원119에 신고할 수 있었고, 환자 상태와 위치 파
악을 금세 하시더니 지금 당장 출동한다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4명의 구조 가 들것을 지고 뛰어오셨고 지형과 환자상태, 이동경
로 등을 고려하시더니 바로 헬기 수송을 요청하시더군요. 이어서 4명의 구조 가 더 오셨습니다. 
발목 고정 및 저체온방지 우모복까지 응급조치도 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굉음을 울리는 헬기에서 
구조 원이 줄 타고 내려오셔서 환자를 안전벨트에 고정하고 끌어올린 후 공설운동장으로 날아
가셨습니다. 구조 원 분들께 음료나 과자 빵 등을 권했으나 물 한 모금까지도 사양하시더군요.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것인데, 얼마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랬을까 생
각하니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헬기는 공설운동장에 기하던 응급차에 환자를 내려주었고, 철원
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해서 x-ray 찍어보니 골절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성함을 여쭈어 봐도 답을 안 해 주셔서 구조팀의 장님 이름만 겨우 두 분 
알아냈는데 박상섭, 고병각 구조 원이라고 하시네요.
  너무 친절하게 신고 접수하시고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뛰어오셨는지 감동적이 아닐 
수 없었으며, 정확한 응급조치와 헬기 수송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일체의 
감사함의 표시도 사양하시고 성함조차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또 한 번 감동하 습니다.
  우리 일행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내가 한민국 국민인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감사해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랬다니까요.
  추운 겨울에, 남들 다 쉬는 일요일에, 골절 당한 등산객을 무사하고 안전하게 구조해 준 철원 
119 박상섭, 고병각 구조 원에게 감사함을 전해 드립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오자마자 환자를 보시는 원들 등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
을 보면서, 얼마 전 수색  군복무를 마치고 제 한 아들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살짝 젖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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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감사의 글(2016년 4월 23일 실종자 수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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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와수리 문화마을 119대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화119안전센터로 한통의 편지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2016.05.06.일 오후 5시 20분경 구급 출동 건이며 출동 원은 김화센터 
소속 소방위 김태용, 소방사 이수민 원에 이야기입니다. 편지내용은 붙임으로 첨부하 으며 
하루하루 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 원들에게 박수를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급 원들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수혜자가 이렇게 편지로 마음을 전해
주시니 소방관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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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가기 : 외국의 사고사례

러시아 가스폭발 사고(’18. 12. 31)

 ※ 출처 : Death Toll in Russia Gas Explosion Climbs to 28 (VOA News, 19. 1. 2.) 
Russian Gas Explosion Death Toll Hits 39 As Rescue Operation Ends (Aljazeera 
News,19. 1. 3.)

□ 사고개요

  • 일시/ 장소 : ’18. 12. 31.(월) 이른 새벽 / Magnitogorsk시*

모스크바 ↔ 사고(마그니토고르스크) 도시 사고현장 모습

    *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1,700km 떨어진 공업도시. 미네랄이 풍부한 우랄산맥 남쪽에 
위치. 인구는 약 40만 명. 러시아 최대 철강 생산회사가 소재

  • 사고원인 : 관리 허술로 인한 도시가스 폭발
 
  • 피해현황                                     * 19. 1. 3. 기준
    * 舊 소련시대에 건설된 아파트로 10층 높이 35개 동이 단지를 형성
    - 인명피해 : 어린이 사망자 6명 포함 사망 39명, 부상자 및 이재민 다수
    - 재산피해 : 현재까지 공식적 집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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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및 특이사항

자원동원 현황

• (인력) 구조 및 구호작업 등 인력 약 900여 명     * 투입된 장비에 대한 자료 제공X

  • 사고 직후부터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작업 3일 동안 실시. 1월 3일 목요일 구조작업 
공식적으로 종료

  • 연방사고조사위원회(Federal Investigative Committee, 위원장 Alexander Bastrykin) 가동
    - 사고 건물이 폭발 전 6개월 이상 가스시설 미 점검 상태
   
   *【참고】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인 러시아에서 종종 가스폭발 사고 발생.
 
  러시아 당국의 허술한 가스시설 점검 및 주민들의 부주의한 가스사용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17~’18 약 60건의 가스폭발사고 발생)

  • 1월 1일 생후 10개월 된 아기 구조, 現 모스크바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중
  • 사고 당시부터 구조 종료시점까지 기온이 영하 27℃

□ 피해보상 관련

  • 유가족 및 부상자 가구당 $14,500 현금 지원예정
  • 사망자 장례비 지원, 피해주택 당 $7,300 현금 및 새 보금자리 제공

□ 국제사회 동향

  • 피해국인 러시아는 UN 등 국제사회에 지원 요청 無
    * 세계 주요 언론의 관심 외에는 UN에서도 이 사고를 다루고 있지 않음

 * 러시아 인구 : 약 1억 5천만 명(’19. 1. 1.기준) / 면적 : 17,098,250㎢
 * 재난 응기관 : The Ministry of Emergency Situations(EMERCOM), 비상사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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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국제)구조대 현황     * UN INSARAG 사이트 등록

※ 총 3개 팀으로 구성

• (EMERCOM) Central Airmobile Rescue Team of EMERCOM of Russia (1991~)
  - INSARAG Heavy팀(2011)
  - 총 599명 : 구조대원189, 현장지원159, 지원인력251
  - 운영, 구조, 탐색, 의료, 물류 등 총 13개 팀(Unit)으로 구성
  - 최근 국외활동실적
    ‣ ’15. 4월 네팔지진 (활동기간 18일, 71명, 구조견 7두, 차량 3대 파견, RDC 지원 1명)
• (RUS-2) Siberian Regional SAR Team of EMERCOM of Russia (1992~)
  - INSARAG Medium팀(2016)
  - 구조대원 313명 포함 총 637명. 국제 구조 활동 대비 40명 편성
  - 운영, 구조, 탐색, 의료, 물류 등 총 12개 팀(Unit)으로 구성
  - 최근 국외활동실적 : 無
• (RUS-11) Far Eastern Regional SAR Team (1993~)
  - 현재까지 INSARAG IEC X
  - 총 292명 / 운영, 구조, 탐색, 의료, 물류 등 총 11개 팀(Unit)으로 구성
  - 최근 국외활동실적 :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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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열차 충돌 사고(’19. 1. 2)
덴마크 역사상 최악의 열차사고로 기록

 ※ 출처 : Denmark Train Crash Death Toll Rises to Eight (BBC News, 19. 1. 3.) 6 Killed 
in Train Accident on Danish Bridge (CNN News, 19. 1. 2.)

□ 사고개요

  • 일시/ 장소 : ’19. 1. 2.(수) 0635 GMT / Great Belt Bridge*

사고 위치 사고현장 모습

    * 덴마크의 가장 큰 2개의 섬(Odense, Funuen)을 연결하는 다리로 총 길이 6.79km. 91년 
시공을 시작하여 98. 6월 완공

  • 사고경위 : 교량 위를 교차 지나가던 두 개의 기차가 충돌
    * 사고당시 여객차량에 기관사 등 직원 3명 포함, 총 131명, 화물열차엔 운전사 1명 탑승. 

이번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여객차량에서 발생함
    - 여객차량 방향 Odense → 수도 Copenhagen, Carlsberg를 적재한 화물열차는 반대방향인 

Zealand에서 출발, Odense로 향하고 있었음
    - 폭우 및 강풍으로 인하여 통과하던 화물열차에서 떨어져 나간 한 량이 마주오던 객차 

쪽으로 날아감. 정확한 사고원인은 아직 조사 중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사망 8명, 부상자 20명 정도
       * 첫 번째 객차에서 사상자 다수 발생
    - 재산피해 : 공식적 집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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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및 특이사항

자원동원 현황

• (장비 및 인력) 경찰 및 구조 인력 등 투입. 정확한 데이터는 제공 X

  • 덴마크 사고조사위원회(Danish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가동 중
    - 강풍이 열차 충돌사고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논평. 계속 조사 중
  • 관할 Funen경찰서(서장 Lars BaremhФj) 사고원인 조사 중

□ 국제사회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덴마크 인구 : 약 580만 명(’19. 1. 1.기준) / 면적 : 42,920㎢
* 재난 응기관 : Danish Emergency Management Agency(DEMA), 덴마크 소방방재청

 덴마크 국제구조대 현황     * UN INSARAG 사이트 등록

• (DEMA) Danish SAR Team (1992~)
  - INSARAG Heavy팀(2010)
  - 총 81명 / 운영, 구조, 탐색, 의료, 물류 등 총 6개 팀(Unit)으로 구성
  - 최근 국외활동실적
    ‣ ’03년 이란 지진 (활동기간 10일, 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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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역대 소방서장

구 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초대 소방정 정 경 남 2005.01.05 2006.08.24

2대 소방정 조 완 구 2006.08.25 2008.06.30

3대 소방정 김 진 봉 2008.07.01 2010.07.20

4대 소방정 최 민 철 2010.07.21 2011.08.08

5대 소방정 안 중 석 2011.08.09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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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6대 소방정 윤 상 기 2013.07.01 2014.08.03

7대 소방정 이 종 진 2014.08.04 2015.09.01

8대 소방정 김 성 주 2015.09.02 2016.12.31

9대 소방정 이 석 철 2017.01.01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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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각종통계

- 철원군 토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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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인구 및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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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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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발생 빈도

- 화재발생 현황

구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이재민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세대수
이재민

(명)

2019 124 5 0 5 1,197,537 748,997 448,540 1 1

2018 111 4 0 4 591,444 404,957 186,487 1 1

증감 △13 △1 0 △1 △606,093 △344,040 △262,053 0 0

 · ’19년은 전년에 비하여 화재 13건(10.5%) 증가, 인명피해 1명(20%) 증가
 · 재산피해 6억여 원(50.6%) 증가함
 · 김화농공단지 화재로 재산피해가 크게 증가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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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요인별 현황

구분
화재

건수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

전기 기계 화학 가스 교통 부주의 기타 방화 의심

2019 124 21 19 1 0 2 74 3 0 0 0 4

2018 111 28 13 1 0 0 64 1 2 0 0 2

증감 △13 ▽-7 △6 0 0 ▽-2 △10 △2 ▽-2 0 0 △2

 · 담뱃불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74건(59.7%)으로 가장 많으며, 전기적 요인 21건(16.9%), 
기계적 요인 19건(15.3%) 순으로 발생함.

- 화재장소별 현황

구분
화재

건수

주거

시설

교육

시설

판매

업무

집합

시설

의료

복지

산업

시설

운수

자동차
문화재

생활

서비스

기타

서비스

자동차

철도
위험물 임야 기타

2019 124 14 0 2 1 1 20 1 0 6 6 13 0 21 39

2018 111 14 0 3 0 0 20 0 0 4 5 3 0 10 52

증감 △13 0 0 ▽-1 △1 △1 0 △1 0 △2 △1 △10 0 △11 ▽-13

  · 도로 등 기타 화재가 39건(31.4%)으로 가장 많으며, 임야 21(16.9%), 산업시설 20(16.1%), 
주거시설 14건(11.3%)순으로 발생함.

- 최근 5년간 구조 활동 현황

          년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구조건수 346 808 1,187 1,297 1,716

증감(전년대비) 157 462 379 110 419

구조인원 45 125 110 142 123

증감(전년대비) 15 80 25 32 -19

  · 최근 5년간 연평균 구조건수 1070건 / 구조인원 연평균 305명
  · 최근 5년간 구조건수는 매년 증가, 구조인원 또한 점차 증가
  · ’17년부터 구조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동물포획이 통계에 포함되었고, 벌집제거 등 생활

안전 출동건수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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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별 구조 활동

구   분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

구조건수
184건

(10.7%)

573건

(33.3%)

728건

(42.4%)

231건

(13.4%)

구조인원
25명

(20.3%)

32명

(26%)

9명

(15.4%)

47명

(38.2%)

- 발생 시간대별 구조건수

발생시간별 합계 00~02 02~04 04~06 06~08 08~10 

2019년 1,716 27 10 10 65 295

2018년 1,297 31 8 28 62 186

증감 419 -4 2 -18 3 109

비율 32 -12 25 -64 4 58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263 329 300 219 102 52 44

196 200 218 160 122 43 43

67 129 82 59 -20 9 1

34 64 37 36 -16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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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구급활동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간

평 균

출동

건수

건수 2,621 2,417 2,619 2,911 2845 2,682

전년대비 114 -204 202 292 -66

증가율(%) 4.5 -7.7 8.3 11.1 -2.2

이송

건수

건수 1,805 1,593 1,848 2,051 1937 1,846

전년대비 76 -212 255 203 -114

증가율(%) 4.3 -11 16 10.9 -5.5

이송

인원

인원 1,876 1,661 1,951 2,111 1987 1,917

전년대비 84 -215  290 160 -124

증가율(%) 4.6 -11.4 17.4 8.2 -5.8

  · 출동(-2.2%)·이송건수(-5.5%) 및 인원(-5.8%) 등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
  · 1일 평균 7.7건 출동으로 3시간마다 출동 및 군민 비 24명당 1명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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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센터별 이송현황

구분 태봉 동송 갈말 김화 자등

건수 244 1077 635 629 260

인원 160 715 432 456 174

  · 센터별로는 동송(37.85%), 갈말(22.3%), 김화(22.1%), 자등(9.1%), 태봉(8.5%) 순으로 구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19년도 월별 이송건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63 108 161 149 162 170 170 206 166 157 159 166

인원 167 110 165 150 169 171 176 219 171 161 161 167

  · 월별로 분석하면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는 6월 · 7월 · 8월 · 9월이 36.7%로 여름철 및 가을철 
구급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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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연령별 이송인원 현황

  · 환자연령 분포별 이송인원은 71~80세 이하 851명(20.7%)으 가장 많았고,
    51~60세 이하 752명(18.3%), 81~90세 이하 600명(14.6%)순으로 나타났으며,
    90세를 초과한 노인 환자가 전체 이송인원 중 120명(2.9%)을 차지함. 

구분
합계

(명)

0~

10세

이하

11~

20세

이하

21~

30세

이하

31~

40세

이하

41~

50세

이하

51~

60세

이하

61~

70세

이하

71~

80세

이하

81~

90세

이하

91~

100세

2018 2,111 71 77 113 111 225 413 181 423 304 55

2019 1,987 64 63 114 104 183 339 281 478 296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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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편집 후기

  책 한권을 만들기 위한 과정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역사 집 

발간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철원소방서의 역사를 한 곳에 모아 책으로 편찬해야 하는 

책임감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이렇게 발간이 되니 참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철원소방서의 15년 역사를 찾아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은 가슴 설레는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흩어져있던 15여년의 기억과 추억 그리고 역사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는 역사 

속 선배 소방인들의 열정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고, 철원 소방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

하였습니다.

  사진자료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소방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소중한 역사와 추억의 이야기를 모두 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책자 발간을 

목전에 둔 지금,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도 많음에 아쉬움과 서운함마저 듭니다.

  지난 6개월간 철원소방의 15년 발자취와 주요성과를 담아내고자 많은 고민과 노력의 시간을 

함께한 TF팀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에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철원소방 발자취, 15년史｣를 시작으로 30년, 50년을 넘어 100년사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2020. 6.  TF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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