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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방력 보강
1. 소방행정
가. 소방여건

국가산업단지의 위험물⋅유독물질 취급 증가로 인해 각 지역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해양산업과 위험시설인 석유화학단지, 고리⋅월성원전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단지 시설노후화로 대형재난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어 시민 불안감이 그 어느때 보다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위상에 걸맞게 도심 상업지역의 팽창과 대형판매시설 

및 대단지 고층아파트 조성 등으로 인한 외곽지역의 도시화도 가속화 되고 있다.

KTX 울산역 개통으로 교통의 물류중심지 성장과 함께 영남알프스 등 우리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외부 관광객의 유입으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적⋅산업적 특성과 복잡⋅다양한 소방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에

대한 최고의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소방관서를 확충하고 첨단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나. 소방조직

소방공무원은 단일신분법(소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특정직이며 소방관서는 

1975년 이전에는 경찰산하로, 그 이후에는 내무부 소방국 산하 체제로 유지되어 왔다.

1992년 4월 10일 자치소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 5년여 

동안 경상남도에 속해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소방본부가 발족하게 되었다.

소방본부(2과 1종합상황실) 산하에 4개 소방서, 22개 119안전센터, 6개 구조대(일반

구조대 4, 화학구조대 2), 5개 지역대를 설치 운영하여 화재, 교통사고, 산악사고,

수난사고 등 다양한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방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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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정원 현황>

년도 계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015년 896 1 7 22 66 93 173 229 305

2014년 854 1 7 22 65 85 170 224 280

2013년 836 1 7 21 64 76 162 228 277

2012년 836 1 7 21 59 71 154 228 295

2011년 778 1 7 21 52 65 136 221 275

2010년 718 1 6 19 47 60 131 221 233

2009년 658 1 6 18 42 47 105 211 228

<소방관서 보강계획>

구   분 현 재 연도별 보강계획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소 방 서 4 1 북부

안전센터 22 3 매곡 송정, 강동

구 조 대 6 2 특수화학
구조대 북부

구 급 대 0

기    타 2 체험센터
훈련센터

<소방인력 보강계획>

구   분 계 연도별 보강계획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327 42 45 40 165 35
관서신설 등 인력보강 327 42 45 40 165 35

2. 소방예산 및 장비 현황
가. 예산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 전체 예산은 860억 4,521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289억 8,184만 원(33.7%), 행정운영경비 569억 6,410만 원(66.2%), 재무활동 9,927만 원

(0.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일반회계 예산의 2.66%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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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장비

대규모 석유화학공단과 고층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형

및 특수화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성능화학차 및 고가굴절사다리차 등 특수소방

차량을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대형재난 시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하여 무인파괴방수차 1대를

신규도입하는 등 총 20대의 소방차를 교체⋅보강하여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였다.

아울러 2016년에는 석유화학공단의 대형화재에 대비하여 고성능화학차 1대를 도입

할 예정이다. 또한, 현 보유차량 189대(헬기 제외)중 주력 소방차량은 138대로 국민

안전처「소방장비 내용연수 고시기준」초과 차량(2015년 12월 31일 기준)은 22대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소방차량 보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노후차량을 

교체⋅보강하여 소방차량 현대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수소방차량 보유현황> (단위：대)
구 분 계 고성능화학차 내폭화학차 제독⋅분석 고가/굴절 방수탑차 조연⋅배연차
보 유 25 5 2 2 9 3 4

<소방차량 보유현황>                                                                                 (단위：대)
구 분 계 펌프 물탱크 굴절 고가 화학 조연 지휘 구급 구조 헬기 기타

2013년 179 38 16 4 6 13 4 5 27 11 1 54

2014년 185 38 16 4 6 13 4 5 27 13 1 58

2015년 190 40 17 3 6 14 4 5 28 14 1 58

<소방차량 노후비율>                                                                                (단위：대)
구분 노후율 소계 펌프차 물탱크 화학차 사다리 구조⋅구급 조⋅배연 지휘⋅조사
보유수 100% 138 40 17 14 12 42 4 9

노후수 15.9% 22 11 2 4 2 3

내구연한 기준 10년 10년 10년 12년 5~8년 12년 8년

※ 소방장비내용연수지정고시(201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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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업무 성과 및 업무계획
가. 2015년 주요업무 성과

국가산업단지 대형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기업체 CEO 및 안전관리 부서장 교육 

및 간담회 (4회, 331명)를 개최 하였고, ‘15년 11월 이수화학(주) 울산공장 연성알킬

벤젠(LAB)공정 반응기 손상으로 불산 누출시 화재⋅폭발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태에 신속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다.

시민 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25일(3일간)까지 열린 울산119

안전문화축제에 시민 12만명이 현장체험에 참여하였으며, 독거노인⋅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800세대)과 소외⋅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2000세대에 지원하였다.

지역재난 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과 문화재⋅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민⋅관합

동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다. 찾아가는 119

구조구급 서비스 확대를 위해 벌집제거⋅동물구조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안전서비스 

제공과 주요 등산로에 안전지킴이를 배치 운영하였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으로 

인명구조 14명, 응급처치 233명, 안전조치 1,526건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

였으며,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차량 20대와 구조구급장비 27종 365점을 보강

⋅교체하였다.

나. 2016년 주요업무계획

국가산업단지 설비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성 증가와 세계적 규모의 대단위 동북아

오일허브항 구축, 신고리 3⋅4호기 가동으로 시민들의 안전욕구 증가되고 있는 상황

으로 사회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처와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 전개와 긴급구조 대응

활동 강화 등 현장중심의 재난예방대응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른 현장 대응능력과 직무유형별 전문 인력 육성 배양, 현장 

맞춤형 장비보강, 체계적인 장비관리 등으로 소방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문화 

가정과 소외 계층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 및 재난 유형별 안전문화 체험을 강화하고 

맞춤형 119소방복지서비스 제공, 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관서가 

없는 북구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하여 새로운 수요에 적극대응 할 수 있도록 소방

인프라를 구축, 각종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소방조직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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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안전구조
1. 소방안전대책과 소방홍보
가. 화재예방 홍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의 소방활동 사진, 영상을

실시간으로 언론보도 자료실에 올려 중앙 및 지방 TV 뉴스, mbn 재난뉴스 등을

통해 생생하게 전파하였고, 취약시기별로 화재위험이 높은 소방대상물을 중심으로 

비상구 안전관리, 노후소화기 안전관리, 소화기⋅소화전사용법 등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매년 11월을『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표어⋅포스터, LED 전광판, 버스

정보시스템, 소방차량 시가행진 등을 통해 화재예방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대피공간,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방법을 홍보하였다.

지하인명구조체험장 및 각 소방서별 미니안전체험관을 통해 체험식 소방안전

교육을 확대⋅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시민을 찾아가는 방문교육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의 모금활동으로 화재취약계층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800세대에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 화재발생 시 자가건물 및 가재도구

3천만 원, 대물보상 3억 원 한도의 보상을 해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00세대에 보급하였고, 각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화재로부터 보호받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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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형화재 예방활동

울산지역은 대단위 화학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화학공장의 특성상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역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높아 이에 따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소방대상물 39,489개소 중에서 건물용도와 구조적인 측면에서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대형 공장, 숙박시설,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등 243개소를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 안전관리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역,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정기적인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우리시 문화재와 전통

사찰에 대해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화재발생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

으며, 완벽한 예방과 대응으로 안전한 울산 구현에 앞장섰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자 시장 주재 기업체 CEO 및 안전

관리부서장 간담회와 유관기관, 민간협의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301명이 

참석하는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내 자체소방대 55개대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초기 대응능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화재경계지구 30개소 기업체에 대하여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시설 등이 미흡한 17개소에 대해 시정 조치하는 등 불안전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안전대책 강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고 있는 국가주요시설물인 석유비축기지의 사고

예방 및 대비체계 확립을 위해 위험물 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및 자체 안전

관리 강화를 지도하고, 무허가위험물 및 대형운반용기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76개 

대상 1,336개소를 점검하는 등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행정적인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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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6년 업무계획

   1) 국가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석유화학 플랜트설비의 노후화 및 가연성⋅인화성 화학물질의 다량 취급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대형재난으로 확산이 우려되어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온산 국가산업단지 화재⋅폭발사고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형재난사고 

절대방지를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석유화학공장 밀집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 및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

발생이 잦은 위험등급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며, 위험물시설 정기보수 사전신고제를

운영할 것이다. 기업체 안전관리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난현장활동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여 민관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일회성, 전시성 행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별로 관계자 안전

토론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기업체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 시기별 맞춤형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중점⋅확인을 통하여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시기별 맞춤형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월~3월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도시형생활

주택, 3월~5월에는 해빙기 안전사고와 밀집한 공사장과 각종 행사장, 7월~8월에는 

휴가철 대비 펜션시설 등 숙박시설, 11월~12월에는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다중

이용업소 등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3) 화재취약대상 소방안전대책 추진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 2,000세대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소방차량 접근이 

곤란하고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을 화재취약 안전마을로 지정하여 자율 

방화관리 능력을 기른다. 취약대상을 방문해 초기진화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

안전교육과 소방시설점검 및 주택안전점검 등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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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구급 서비스
가. 연혁

119구조대는 1989년 초 중부소방서에서 119특별구조대로 시범 발대하여 

화재현장의 인명구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1년 중부소방서 및 남부소방서 119구조대가

정식 창설하였다.

1999년 동부소방서 119구조대가 설치되면서 시내 전역에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2003년에는 온산소방서 119구조대가 설치되어 농어촌 지역 및 울산외곽

지역에도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석유화학공단의 특성을

감안한 화학재난ㆍ산불재난 및 인명구조에 적극 대응하고자 2000년 12월 18일 

소방항공구조대를 발대하여 현재 항공구조구급대로 재편성, 화재진압⋅인명구조

뿐만 아니라 구급대가 탑승하여 전문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등 화학 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25일에는 

남부소방서 화학구조대, 2006년 10월 12일 온산소방서 화학구조대를 발대하였다.

   1) 구성
초기 시범 발대 시는 화재현장의 인명구조에 주력하였으나, 재난이 대형화, 복잡

⋅다양화되어 인위적 재난(폭발사고, 교통사고, 붕괴사고, 기계사고 등)뿐만 아니라 

자연재난(풍수해, 지진, 해일 등) 발생 시에도 구조⋅구급 활동을 통한 인명구조 

활동으로 그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19구조대원은 중앙소방학교의 구조대원 전문교육 이수자, 군 특수부대 출신자

특별채용 등 신체조건 및 정신력이 강인한 자를 위주로 화공, 응급처치, 잠수,

전기, 기술자격증 등 각종 인명구조에 관한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편성되어 있다.

< 119 구조대 현황>                                                                                 (단위：개대)
구      분 계 일반구조대 특  수  구  조  대

화학구조대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계 6 4 2 - -

중부소방서 1 1 - - -
남부소방서 2 1 1 - -
동부소방서 1 1 - - -
온산소방서 2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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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조대원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일  반  구  조  대 특  수  구  조  대

소계 전문교육이    수 특별채용 소계 화  학구조대 수  난구조대 산  악구조대
계 81 81 14 67 41 41 - -

항 공 구 조 구 급 대 14 14 1 13 - - - -

중부소방서 119 구조대 19 19 4 15 - - - -

남부소방서 119 구조대 18 18 3 15 22 22 - -

동부소방서 119 구조대 16 16 3 13 - - - -

온산소방서 119 구조대 14 14 3 11 19 19 - -

<구조대 장비 보유현황>

계 일반장비 중량물장비 절단용장비 파괴용장비 보호용장비
종 점 종 점 종 점 종 점 종 점 종 점
214 24,213 25 3,959 19 153 7 172 3 172 10 10,819

수난장비 산악장비 화학장비 인명탐색용 측정장비 기    타
종 점 종 점 종 점 종 점 종 점 종 점
20 2,200 19 4,772 27 892 9 34 9 160 66 880

   2) 119구조대의 활동현황
<구 조 실 적>                                                                           (단위：건,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출동건수 10,103 13,631 12,824 14,983 14,652

구조건수 7,231 9,979 9,410 11,260 11,204

구조인원 1,896 2,141 2,188 2,546 2,444

<사고종별 구조인원>                                                                           (단위：명, %)
구  분 계 화 재 교통사고 기계사고 수난사고 산악사고 추 락 기 타
2014년 2,546 122 698 37 48 207 74 1,360

2015년 2,444 84 811 38 44 193 77 1,197

전년대비 △4 △31.1 16.2 2.7 △8.3 △6.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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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평균 구조활동> (단위：건, 명, %)
구    분 출동건수 구조건수 구조인원 일일평균 구조활동

출동건수 구조인원
2014년 14,983 11,241 2,546 41.0 6.9

2015년 14,652 11,204 2,444 41.1 6.7

전년대비 △2.2 △0.3 △4 △0.2 △2.9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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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19구급대의 현장대응능력 강화

119구급대는 1983년 중부소방서 중앙파출소(현재 성남119안전센터)에 최초로 

배치된 이후로 현재 27개 119구급대(중부 8, 남부 8, 동부 6, 온산 5)에 177명의

구급대원이 활동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구급활동 실적도 매년 약 2%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송의 개념을 넘어서 소생률 제고를 위한 구급대원 

개인별 품질관리 프로그램과 국외연수 등을 통하여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발돋움하고 있다.

   1) 구급대 전문인력 확충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화 교육 강화를 통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이송체계 구축 및 구급서비스 선진화 추진 등 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119구급차량에 심실제세동기, 정맥주사 장비 등 전문장비를 확보하여 119

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울산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공중보건의사 배치, 권역

(부산소방본부 상황실) 응급의료지도의사 공동 배치운영 및 소방서별 응급의학

전문의사를 구급지도의사로 촉하여 각종 구급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구급대 인력 및 장비현황>

구  분 대 수 인        력 (명) 구급차 구  급  장  비계 의사 간호사 응  급구조사 기타
구급대 27 177 0 64 113 0 27 심실제세동기 등 4,153점

   2) 선진 구급출동시스템 구축
119구급이송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여 심정지 등 중증환자의 소생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3년부터 도입된 다중출동체계는

중증환자 발생 시 전문응급구조사와 첨단 구급장비를 탑재한 전문구급차량이 일반

구급차량과 동시에 출동하여 중증환자에 적합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중증환자 발생으로 구급헬기 출동 시 전문

의료진이 함께 탑승하여 이송 중 고품질의 응급처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농촌지역 등 구급대와 원거리 지역의 구급출동 시간 단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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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가 가능한 인근 소방대가 우선 출동하여 구급대 도착 전 응급처치를 시행

하는 펌뷸런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3) 구급활동 실적
최근 5년간 구급활동을 보면, 1일 평균 70명 이상의 응급환자이송을 하고 있으며,

구급출동은 연 평균 4.5% 증가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구급대 이용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자 유형별로는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사고

부상, 교통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구급활동 실적>                                                                            (단위：건,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출 동 건 수 33,297 35,624 36,050 39,380 42,176

이 송 건 수 23,504 24,936 25,445 27,191 28,635

이 송 인 원 24,515 26,058 26,532 28,217 29,810

<환자유형별 이송실적>                                                                             (단위：명, %)
구 분 계 질병(급⋅만성질환) 사고부상 교통사고 기타
2013년 26,532 10,939 6,552 5,266 3,775

2014년 28,217 10,458 7,329 5,352 5,078

2015년 29,810 9,652 7,205 5,434 7,519

전년대비 5.6 △7.7 △1.7 1.5 48.1

<일일평균 구급활동>                                                                       (단위：건, 명, %) 
구 분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환자수 일일평균 구급활동

출동건수 이송인원
2013년 36,050 25,445 26,532 99 73
2014년 39,380 27,191 28,217 107.9 77
2015년 42,176 28,635 29,810 115.6 81
전년대비 7.1 5.3 5.6 7.1 4

다. 2016년 업무계획

최근 5년간 울산광역시 119구조⋅구급서비스 수요는 매년 약 4.5% 정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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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에 있다. 이는 사회노령화, 주 40시간 근무제 및 야외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구조구급수요의 완만한 증가 양상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중에서도 사고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방본부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책을 수립하여, 소방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수한 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119구조⋅구급서비스 선진화로 시민의 구명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3. 화재조사 및 현장대응
가. 화재발생 현황

2015년 한 해 874건의 화재로 51명의 사상자와 4,400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하였다. 전년대비 화재건수는 16건(1.8%) 감소하였고, 인명피해는 6명(13.3%)이

증가하였으며, 재산피해는 3,055백만 원(4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을 발화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화재 중 부주의가 454건(5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이 전기적요인 144건(16.5%), 원인미상 122건

(14%), 기계적 요인 66건(7.6%), 방화와 방화의심 19건(2.2%), 교통사고 17건(2%),

화학적 요인 12건(1.4%), 가스누출 1건(0.1%), 기타 38건(4.4%)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발화요인별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기계적 요인 (8건, 14.7%), 교통사고(7건,

58.8%)이 증가한 반면,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5건, △26.3%), 부주의(4건, △0.9%),

기타실화(2건, △52.6%), 전기적 요인(30건, △17.2%), 미상(3건, △2.4%), 가스누출(5건,

△83.3%), 화학적요인(1건, △9.1%)에 의한 화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및 교통사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화재가 감소한 사유는 지속적인 역점사업

으로 추진한 국민행복안전정책 및 화재예방 활동의 결과가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장소별 재발 상황을 살펴보면 비주거에서 305건(34.9%), 주거 211건(24.1%), 임야 

40건(4.6%), 차량⋅선박 96건(11%), 기타 장소에서 222건(25.4%)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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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월별 화재발생 분포는 3월(120건, 13.7%), 5월(88건, 10.1%), 1월

(83건, 9.5%) 2월(78건, 8.9%)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화재발생 빈도를 보면 

13~15시 119건(13.6%), 11~13시 및 15~17시는 95건(10.9%)으로 주간 시간대에 

화재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17~01시에 6명이 발생하여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별로는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온산소방서, 동부소방서 순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현황>                                                                      (단위：건, 명, 천원) 
구  분 발  생  건  수 인  명  피  해(명) 재산피해(천원) 일일평균발생건수계 실화 방화 기타 계 사망 부상
2011년 1,285 1,128 40 117 77 6 71 4,701,342 3.5

2012년 1,080 941 27 112 107 6 101 5,389,319 3

2013년 1,192 1,029 23 140 93 2 91 10,020,606 3.3

2014년 890 737 24 129 44 6 38 7,457,340 2.4

2015년 874 732 19 123 51 6 45 4,430,098 2.4

<화재발생 원인별 처종별 현황>                                                                                   (단위：건) 

구 분 계
원     인     별 처    종    별

전 기 담배불 방 화 기 타 공  장작업장 주  택아파트 차 량 기 타
2011년 1,285 218 236 40 791 81 278 107 819

2012년 1,080 203 183 27 667 54 253 106 667

2013년 1,192 186 238 23 745 64 296 115 717

2014년 890 174 163 24 529 61 212 85 523

2015년 874 144 133 19 578 55 211 89 519

나. 소방사범 및 과태료처분

소방사범 처리현황은 전년도39건에서 2015년은 33건(18%)으로 감소 하였고,

과태료 부과처분은 전년도 172건에서 2015년은 197건(12.7%)으로 증가하였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 103건(52.3%)으로 가장 

높았고「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이 54건(27.4%)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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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범 및 과태료 처분>                                                                                   (단위：건)

연도
소 방 사 범 과태료 처분

계 입건 이첩 조사중 계 소방
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

관리법
다중

이용업
특별법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2014 39 39 - - 172 16 72 23 59 2 -
2015 33 33 - - 197 8 103 21 54 11 -

다. 소방용수시설 관리

소방용수는 소방의 3요소 중 하나로서 화재진압에 있어 필수적이다. 소방용수

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중⋅장기 소방용수시설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부족

소방용수시설을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현재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2,426개소,

저수조 80개소, 급수탑 3개소 등 총 2,509개소이다. 기존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는 

매월 1회(월동기 매월 2회) 정기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 저수지, 바다 

등에 대해서도 소방용수로 가용 가능한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좁은 도로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량의 출동 지연이 예상되는 

주택밀집지역, 고지대, 재래시장 등에는 소방차량이 도착하기 전 인근 주민들이

직접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를 확보하여 대비하고 있다.

현재 비상소화장치는 문화재 3개소, 전통시장 16개소, 고지대 12개소, 주택밀집

지역 43개소, 기타 14개소 등 총 88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라. 준 소방력으로서의 의용소방대 역할 증대 

우리 시 의용소방대는 현재 63개대 2지부, 1,4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활동횟수 7,514회, 연인원 55,614명이 동원되어 시민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해왔다. 고연공단 금성화학 화재, 한화케미칼 폭발 등 크고 작은 화재현장에서 

소방의 보조 활동과 소방출동로확보 캠페인, 화재피해주민 복구지원 등「국민

행복안전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자 감소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원거리 소방사각지대에 소방차 도착 전까지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지부를 

설치하고, 위험물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화학전문의용소방대 2개대를 발대했다.

또한, 올해 심폐소생술 강사 14명, 생활안전강사 7명, 재난심리상담사 4명, 위험



제10장 소방

866 • 2016 시정백서

물안전관리자 강습 수료 76명 등 지역 안전전문가 집단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주요 예방활동으로는 우리 시 주요 사찰주변 85개소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등산

목안전지킴이로서 화재예방 플래카드 설치,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 등 산불방지에도

앞장서 왔으며, 여름철에는 정자해변 등 물놀이사고 취약지역에서 470여명이 참여

하고, 20여회의 인명구조와 730여회의 안전조치 등 여름철 안전사고 방지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 밖에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119안전문화축제, 울산고래축제,

간절곶해맞이축제, 서머페스티발 등 크고 작은 지역행사에 행사안전요원으로 활동

했으며, 복지시설 생활봉사, 저소득층 집수리봉사, 소년소녀가정 장학금전달 등 

헌신적인 봉사를 전개하여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울산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올 해에는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소방의 지원⋅보조단체로서 현장

중심의 최정예 자율 소방방재 조직으로 재정립하고, 각종 재난현장의 소방보조

역할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준 소방력화를 추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의용소방대 현황>                                                                         (단위：개대, 명) 
계 남  성  대 여   성   대 전   문   대

대  수 인  원 대  수 인  원 대  수 인  원 대  수 인  원
63 1,460 28 658 28 670 7 132

마. 빈틈없는 재난대응태세 구축

   1) 자체소방대 편성⋅운영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는「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소방차량과 소화약제 등 조작요원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소방대와 소방관서간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여 대형화재 발생 시 소방력을

집중 배치하여 초동진압태세를 확립하고, 자체소방대 합동훈련, 소방장비조작요원 

교육, 일제점검 등을 통해 자체소방대의 초동진압능력 배양과 상호응원 체계 확립에 

노력하였다.

자체소방대는 법정자체소방대 25개 업체 52대, 비법정자체소방대 30개 업체 56대

등 총 55개 업체 108대를 편성⋅운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및 응원협정 체결기관과 

더불어 재난현장 통합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빈틈없는 재난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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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응원협정 체결
소방관서와 이웃 소방력 보유기관⋅업체간에 대형화재 및 재난사고 발생시 부족한

소방력을 신속하게 보강하고자「소방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1조에 근거하여 긴밀한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여 매년 응원출동훈련, 장비 현대화와 첨단장비 확충,

응원협정체결 대상 일제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소방응원협정 체결 현황은 153개 기관⋅단체, 장비 2,751대, 인원 

32,803명이며, 대형재난 발생에 대비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응원협정 체결 현황>

계 시⋅도간
응원협정기관⋅단체수

소계 자  위소방대 중 장 비보유업체 군부대 경찰 민간견인업체 기 타
153 4 149 55 11 7 6 6 64

바. 2016년 업무계획

   1) 현장에 강한 소방관 육성 
소방전술 훈련의 반복실시 및 평가체제를 통해 강한 소방관을 양성하고, 재난

현장별 핵심 대응인재 양성 및 현장에 배치하여 시민에 대한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시민에게 용감하고 신뢰받는 

「현장에 강한 소방관」이미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2) 의용소방대 전문성 확보로 현장대응능력 강화
지역적 재난환경 특성 및 소방여건에 따라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젊고

유능한 대원과 경험자를 적정하게 편성, 정예 대원으로 양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등 소방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체험을 통한 소방능력 배양과 의용소방대장

리더십 향상을 위해 중앙소방학교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취약시기, 경계근무 기간에 지역 화재예방순찰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자율 소방방재조직 단체로서의 역할과 의용소방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의용

소방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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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문화 정착 및 소방체험 
가. 울산 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 추진

울산은 지역적 특성상 위험물, 유독물, 선박, 원자력 등 고위험시설의 산재로 재난

사고의 범위가 화재, 폭발, 누출 등과 연계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타 대도시보다 자연 및 인적재난의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임

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이 종합적인 안전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화된 체험

시설(위험물, 플랜트 등) 도입이 필요하다.

시정비전 “안전도시 울산”의 위상정립과 산업과 안전이 공존하는 안전도시 브랜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질의 체험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위기대처 능력 

함양으로 사회안전망구축, 지역 특화된 체험시설 도입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나. 119안전문화축제 개최

울산 119안전문화축제는 시민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 개최하는 119안전체험 축제이다.

『보고(see), 배우고(learn), 느끼며(feel) 체험하는(experience)』오감만족 안전체험 

축제로 재난안전체험(지진, 풍수해, 산불예방 등), 소방안전체험(화재안전, 피난안전,

소방시설 등), 생활안전체험(교통안전, 전기안전, 승강기안전, 가스안전, 심폐소생술 

등), 경연행사(불조심그리기대회), 부대행사(전시 및 공연) 등 다양한 체험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생활 속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한 대응능력을 길러주고자 체험중심으로 꾸며진 

생활안전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5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3일간 열리는 행사로 다양한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다.

축제 기간 중 5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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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추진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2015년 9월 4일, KBS 울산 

공개홀에서 제16회 울산광역시 119소방동요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초등부, 유치부 총 

21개팀이 참가하여 초등부 신천초등학교와 유치부 영광예능어린이집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5년 10월 경북에서 개최된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초등부는 금상,

유치부는 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학교 내 화재예방홍보 활동을 보조 지원하는 119소년단을 12개대, 336명으로

조직하여 정비하였고, 등굣길 화재예방캠페인, 안전체험관 견학, 생활안전 캠프 등을

통해 안전생활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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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동안전체험교육 운영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200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8.5톤 트럭을 개조하여 지하철 출입문개방체험, 지진체험, 열⋅연기체험,

역화체험, 수직사다리체험과 완강기, 구조대 에어매트 등을 활용한 탈출체험 등 

다양한 재난에 대한 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을 배우고 안전

경각심 고취 등 자율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정착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매년 체험교육 신청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외곽지역 등 안전체험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위한 체험교육을 운영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2015년 이동안전체험교육 실적>                                              (단위：개소, 명, % )

구 분 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생 성인 장애인 기타

대상 165개소 133개소 18개소 4개소 5개소 5개소

인원 33577명 19,314명 6,390명 732명 501명

비율 100% 58% 18.5% 2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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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16년 업무계획

   1) 시민 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 추진
  울산은 전국 화학물질 취급량 1위(36.5%), 유독물 취급량 1위(30.9%)이며 재난

사고 예방 및 시민 자율안전이식 제고를 위한 안전 체험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현재 부지 보상 및 설계중이며, 2018년 개관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다.

   2) 시민 안전문화 정착 추진
찾아가는 이동 안전체험차량을 통해 재난 대응능력을 기르고, 119소방동요경연

대회, 119소년단 운영 등 어릴 때부터 안전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안전관계자⋅시민이 함께하는 울산 119안전문화축제를 개최

하여 안전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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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119종합상황실
1. 상황관리
가. 119종합상황실 운영현황

119종합상황실은 시청 구관 7층에 370㎡ 규모로 설치되어 각종 재난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으며, 재난상황 발생 시 신고자의 전화번호, 주소정보,

지리정보를 수집하여 신속⋅정확한 현장출동이 가능케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19종합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보통신팀, 상황

관리팀, 구급상황관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통신팀은 정보화사업기획 및 긴급

구조표준시스템 운영, 통합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상황관리팀은 3조 2교대 근무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난 등 발생신고 접수와 출동지령(상황파악 및 보고와 현장활동에 

필요한 소방활동 정보의 제공)등을 담당,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가 119신고 접수와 동시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와 

심정지 질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지도하여 병원 전 단계의 의료지도를 수행

하고 있다.

화재,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은 119종합상황실에서 신고접수와 동시에 재난 유형에

따라 관할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출동지령을 내리고,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상황전

파로 신속한 공조를 하고 있으며, 모든 재난의 접수와 현장출동 조치, 상황 관제,

종결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19종합상황실은 365일 24시간 빈틈없이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지도, 이송병원 및 

병⋅의원, 약국안내 등 다양한 응급의료정보를 시민에게 직접 제공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2014년부터 직접의료지도체계 활성화 및 24시간 의료지도의사의 119종합

상황실 고정근무를 위하여 부산, 울산, 경남 공중보건의사 통합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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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19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현황 및 분석
2015년도 119종합상황실의 각종 신고접수 처리건수는 연간 19만 853건이었으며,

이는 1일 평균 523여 건이 접수 처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유형별 신고접수 건수로는 화재 3,833건, 구조 13,267건, 구급 40,473건,

대민지원 3,279건, 유관기관 이첩 및 민원안내 58,768건, 무응답⋅오접속 35,111건,

기타 36,108건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야외활동 및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악구조⋅구급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악구조 중 심장질

환자 또는 구급 차량의 현장 접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곳에는 항공구조대를 

출동시켜 시민의 생명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연간 119신고접수 현황>

계
접 수 및 출 동 

기 타소 계 화 재 구 조 구 급 대민지원 기 관이 첩 안내민원 무응답오접속
190,853 60,852 3,833 13,267 40,473 3,279 2,158 56,610 35,111 36,108

   2) 구급상황관리센터 현황
2015년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현황은 연간 2만 5,378건이었으며 이는 1일 평균

68여 건이 접수 처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유형별로 병의원⋅약국 정보제공은 11,532건, 응급처치⋅의료지도는 8,519건,

질병상담은 2,703건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말 포함한 공휴일 평균은 120건으로 

평일(44건) 대비 3배 접수되었고, 설⋅추석 연휴기간에는 병원 및 약국 안내 접수 

증가로 1일 평균 453건⋅310건이 각각 접수되었다.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현황>        (2015.1.1~2015.12.31)

계 안              내 질 병
상 담

응급처치
의료지도

병 원
선 정 기 타소 계 병 원 약 국 기 타

25,378 11,532 9,143 2,389 0 2,703 10,933 9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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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6년 업무계획

   1) 재난사고 대비 상황관제 기능 강화
상황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수집⋅공유를 위한 상황 관찰기(203대)를

공동 활용하며, 재난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기 위해「119상황실 - 현장관

계자」간 네트워크 형성 및 대상자 현행화 작업을 통해 안전도시의 발판을 마련

하고자 한다.

   2) 119 상습⋅장난 신고 대책
비응급 119상습 신고 및 장난신고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방력이 출동

하지 못하거나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 소방력 낭비 방지를 위해 상습⋅장난신고

자에게 처벌보다는 치료⋅상담 위주로 신고자제 요청,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및 

처벌사례의 집중홍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3) 동시다발 신고폭주 대비 상황관리체계 개선
여름철 태풍발생⋅집중호우 기간 및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다. 신고폭주 발생할 경우, 비번근무자 비상소집 및 접수대⋅

예비전화 증설을 통해 신고폭주 대비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4)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지령소요시간 단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상황요원의 상황관리과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119신고

접수 모니터링, 토론회 등을 통한 출동지령소요시간 단축으로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여 시민만족도 향상, 재난 Control-Tower를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