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 The occurrence of unexpected disasters, including fire events, increases as the road network becomes complicated and traffic
volume increases. When a fire event occurs on and under bridges, the damage extensively influences direct damage to structures, vehicles, and
human life and secondary socioeconomic issues owing to traffic blockage. This study investigated potential fire-hazard risks on bridges of the
Korean national route road. 

METHODS : Th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using field investigation and analysis with satellite pictures and road views from commercial
websites and the Bridge Management System (BMS). From the filed investigation, various potential fire resources were identified. The satellite
pictures and road views were helpful in measuring and recognizing conditions underneath bridges, stowage areas, etc.  

RESULTS : There are various potential fire resources underneath bridges such as piled agricultural products, parked petroleum tanks,
construction equipment, and attached high-voltage cables. A total of 94.6% of bridges have underneath clearances of less than 15 m. A bridge
underneath volume that can stow a potential fire hazard resource was 7,332 m3 on average, and most bridges have about 4,000 m3 of space. Based
on the BMS data, the amounts of PSC and steel girders were 29% and 25%, respectively. 

CONCLUSIONS :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of stowed potential fire hazard resources was proportional to the underneath space of
bridges. Most bridges have less than 15 m of vertical clearance that can be considered as a critical value for a bridge fire. The fire risk
investigation results should be helpful for developing bridge fire-protection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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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교통물류의 발달로 도로교통량은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이며, 이와 더불어 화물차, 유조차 등 화재위험

차량의 통행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토교통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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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국내 도로의 평균 일교통

량은 약 14,500대를 초과하 으며, 이 중 화물차의 비

율은 약 25.1%인 것으로 집계되었다(MOLIT, 2017).

도로교통 네트워크의 발달 및 교통량의 증가로 교량

을 통행하는 차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량의 화재발생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10

월 서해대교에서는 Fig. 1과 같이 29중 추돌사고가 발

생하 으며, 이 중 11대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

소된 사례가 있으며, 2010년 12월 부천고가교에서는

Fig. 2와 같이 교량하부에 주차된 차량의 화재 및 복구

로 인해 약 3개월간 교량통행이 전면통제된 바가 있다

(Korea Expessway Corporation, 2011; Korea

Expessway Corporation, 2013).

국외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1월 미국의 State

Route 528(SR528) 연결고가교에서 Fig. 3과 같이 유

조차의 충돌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약 1개월간 교량

통행이 통제되었으며, 2017년 3월에는 미국의

Interstate 85(I-85) 고속도로 교량의 하부에 적치된

PVC파이프 및 폴리에틸렌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Fig. 4와 같이 교량이 붕괴되었다. 

사회기반시설물중 교량은 도로교통 네트워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물로 상기와 같은 화재발생

시 인명사고 및 복구비용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기능정지

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최근 10

년간 국내외 주요 교량의 화재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Fig. 5와같이교량별최소 1억원/일의손실이발생된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미국 뉴욕도로연방국의 2008년 연

구결과에 따르면 1990~2005년 사이 화재로 인해 발생

된 교량 붕괴 등의 사고피해액이 지진에 의한 피해액보

다약3배이상큰것으로조사되었다(NYDoT, 2008). 

그러나 국내에는 현재 공용중인 일반국도교량의 화재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법 또는 위험도를 관리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신설 고속도로교량의 화재위험도

를 예측하는 기법만 일부 정립되어 있다(Min Geun

Hyeong et. al., 2015). 국외의경우2011년미국방화협

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

서 교량, 터널 및 도로에 관한 소화기 및 급수전 설치기

준을 정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에서는 교량의

화재위험도를 평가하는 기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교량의 최대 경간장에 따른 최소한의 방화 및 소화대책

에관한기준만정립되어있다(NFPA 502,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 및 실내조사를 통해

교량의 화재위험요소를 조사₩분류하고 교량유지관리데

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일반국도교량의 화재위험요소 현

황을 분석하여 교량의 화재위험도 평가를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2. 연구방법

현재 국내 일반국도교량은 규모 또는 위치별로 관리주

체가 다르므로 교량의 화재발생 시 원인, 지속시간, 화재

강도, 피해규모 등 화재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거나

기록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량의 화재위험요소를 선별하

기 위한 별도의 통계적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

량의 화재위험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량의 화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므

로 이 연구에서는 화재위험요소를 선별하기 위해 현장조

사와실내조사로구분하여연구를진행하 다. 

현장조사와실내조사를통해화재위험요소를선별한후

Fig. 1 Seohae Grand Bridge Fig. 2 Bucheon Overpass Bridge

Fig. 3 SR528 Bridge Fig. 4 I-85 Overpass Bridge

Fig. 5 I-85 Property Damage Incurred in Fire 

Accident of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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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교량 유지 관리시스템(BMS, Bridge Management

System)의교량정보를이용하여현재국내일반국도교량

의요소별화재위험현황을분석하 다. 

2.1. 현장조사범위 및 방법

국내에서 공용중인 모든 교량에 대한 현장조사는 불

가능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많고,

특히 화재위험차량(중차량, 특수차량 등)의 통행량이 많

아 화재노출 위험요인의 선별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

는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교량을 직접

방문하여 화재위험요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장조사

를 실시하 다. 

교량별 조사는 육안조사를 기본으로 하 으며, 교량

의 건전도 평가를 위한 별도의 시료채취, 비파괴 검사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 현장조사는 교량의 화재위험도

분석 시 위험요소의 추가 및 수정을 위한 자료수집, 화

재위험도에 따른 대응체계 정립 시 적합성 및 적용성 증

진을 위한 자료제공이 목적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교량

의 상부 및 하부의 잠재적 화재위태요소 및 활성화요소

Table 1. Checklist of Fire Risk of Bridges for Field 

Evaluation

Fire risk item Evaluation content

1. Location

1) Address                                         
2) Location characteristics: urban/mountain/

industrial complex/residental area/etc
3) Management entity

2. Bridge 
type

1) Cable stayed
2) Cable suspended
3) Extra-dosed
4) Arch
5) Nilsen-arch
6) Slab
7) Ramen
8) PSC box
9) Steel box
10) Steel plate
11) Truss

3. Geometric 
data

1) No. of lane : 2 / 3 / 4 lanes
2) Walk board : yes / no
3) No. of span
4) Span length

4. General 
data

1) Built year 
2) Design load 
3) Design speed 
4) Construction cost 
5) Repair history

5. Constitutive
materials

1) Superstructure:Concrete and fck/ steel
2) Substructure (shoe):elastomeric/

steel rigid
3) Cable: PWS / MS / other

6. Substructure 
condition

1) Condition : road / river / sea / land
1-1) road condition : bridge / vehicle road /

passenger road
1-2) road type : expressway / national road

/ rurla road
1-3) under-passing vehicle volume 
1-4) under-passing vehicle speed 
1-5) major under-passing traffic type :

passenger / truck
1-6) under-passing truck goods :

dangerous goods / others
1-7) under-passing vessel : yes / no
2) Underneath clearance : ≤ 5m / 5~10m /

10m~20m / 20m 
3) Underneath stowage : yes / no
3-1) stowed materials : 
3-2) flammable : yes / no

7. Fire source 
analysis

1) Fire source :
2) Location of fire source : 
3) Standoff distance from fire source
3-1) veritcal : ≤ 5m / 5~10m / 10m~20m /

20m 
3-2) horizontal :≤ 5m/5~10m/ 10m~20m /

20m 

8. Bridge
passing vehicle

/ volume 

1) AADT : 
2) Major traffic type : passenger / truck
3) Truck goods : dangerous goods / others
4) Average speed : 

9. Bridge
facilities 

1) General (light, anti-fog, etc) : yes / no
2) High voltage (≥ 20kV) : yes / no 
3) Pipelines : yes / no 
3-1) pipeline type : gas / water / sewerage 
4) Drainage
4-1) drainage type: collective / separate
4-2) drainage location : pier / others 
5) Maintenance facility : yes / no 
5-1) maintenance facility type 

10. Fire
prevention

and
suppression

facility

1) lightning protection : yes / no 
1-1) location and numbers
1-2) condition : satisfactory or not enough
2) Fire extinguisher or standpipe : yes / no 
2-1) location and number
2-2) condition : satisfactory or not enough
3) Fire alarm : yes / no
3-1) location
3-2) condition : satisfactory or not enough
4) Monitoring system : yes / no
4-1) location : 
4-2) temperature measure : yes / no

11. Fire
distinguishing

condition

1) Distance from fire station : ≤ 1km /≤ 5km
/ ≤ 10km  

2) Accessability of fire truck : easy / normal
/ difficult / no access

12. Climate
condition 

1) Average temperature 
1-1) Annual max. and min. temperature ℃

(month) / average temperature ℃
1-2) Daily range : ℃ (month) / average

range ℃
2) Humidity : Annual max. and min RH%

(month) / average humudity  RH%  
3) Lightning probability : high/medium / low

13. Other fire
risk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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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하고 교량 내부 및 주부재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

태 및 활성화 요소를 주로 확인하 다. 따라서 현장조사

에 앞서 Table 1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교

량별 현장조사 시 확인하 으며, 공용중인 교량의 특성

상 조사대상교량에 사전 공문을 시행하여 협조를 승인

한 후 조사를 수행하 다. 

현장조사 대상지역은 항구, 공업단지 등이 인접하여

통행량 및 위험차량 통행량이 높고 국도주변에 다양한

시설이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해안 평택지

역(1차 조사), 서남해안 목포₩해남지역(2차 조사), 남해

안 여수지역(3차 조사) 등 총 3개 지역으로 설정하 으

며, Fig. 6~Fig. 7과 같이 해당 지역에 위치하는 교량

총 22개를 선별하여 조사하 다.

2.2. 실내조사범위 및 방법

현재 국내에서 공용중인 국도교량은 약 7,400여개이

므로 현장조사를 통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이 화재위험요소 선별을 위해

대표지역을 설정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 으며, 현장조

사를 통해 확인된 화재위험요소를 토대로 실내조사를

실시하 다. 

실내조사는 위성사진(satellite photograph)조사와

로드뷰사진(road-view photograph)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하 다. BMS 자료상 일반국도교량은 총 7,346개

로 확인되어 이를 실내조사의 범위로 설정하 으나, 이

중 156개 교량의 명칭 및 위치가 위성지도정보 또는 국

토지리정보원의 정보와 상이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교량 7,190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 다. 

2.2.1. 위성사진조사

위성사진조사는 국내외 대형 포털사이트(네이버, 구

, 다음 등)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을 통해 다음 Fig.

10과 같이 해당교량을 식별하고 하부화원(적치물) 존재

여부, 하부공간특성, 하부도로차선 등 화재위험요소를

선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 다. 

Fig. 6 Locations of Bridges for Field Evaluation

(1st, Pyungtaek Area)

Fig. 7 Locations of Bridges for Field Evaluation

(2nd, Mokpo Area)

Fig. 8 Locations of Bridges for Field Evaluation

(2nd, Haenam Area)

Fig. 9 Locations of Bridges for Field Evaluation

(3rd, Yeosoo Area)

Fig. 10 Investigation Example by Satellite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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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로드뷰 사진조사

로드뷰 사진조사도 위성사진조사와 마찬가지로 국내

외 대형 포털사이트(네이버, 구 , 다음 등)에서 제공하

는 로드뷰 사진을 통해 화재위험요소를 분석하 으며,

Fig. 11과 같이 BMS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자료를 통

해 해당교량을 식별하고 하부화원(적치물) 존재여부, 하

부공간특성, 형하고 등 교량의 화재위험요소를 선별하

는 방법으로 진행하 다.

2.3. 화재위험요소 현황분석방법

교량의 화재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확인되

면해당요인들이국내교량에어떠한 도로분포되어있

는지분석하는것이중요하다. 만일대부분의교량이어떤

화재위험요인을 갖고 있다면 해당 요인은 화재발생의 확

률, 화재피해의 증감을 결정지을 수 있으므로 화재위험도

의 정량적 평가 시 반드시 반 되어야 하며, 반대로 해당

요인이 극히 일부의 교량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가정하고 화재위험도 평가 시 가중치를 낮게

설정할 수 있다. 즉, 화재위험요소가 교량별로 분포 또는

내재되어 있는 현황을 분석한다면 교량의 정량적 화재위

험도평가시유의미한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장조사 및 실내조사를 토대

로 선별된 교량화재에 대한 위태 및 활성화 요소를 국도

교량정보(BMS자료 국토지리정보원자료 등)와 조합 및

분석하여 해당 요소가 현재 공용중인 국도교량에 분포

또는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분석하 다. 

3. 국내 일반국도교량의 화재위험요소 분석

교량의 화재는 발생위치에 따라 상부와 하부로 구분할

수 있다. 교량의 상부에서 발생되는 화재는 주로 교통사

고등에의한차량화재사고로서교량바닥판과인접부재

에화해를유발하며, 교량하부에서발생되는화재는주차

된 차량 또는 적치된 화재위험요소의 발화, 주행차량의

충돌, 전복사고등에의해유발되며, 다음Fig. 12의부천

고가교 화재사례와 같이 교량거더 및 교각에 큰 화해를

입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교량상부에서 흘러내린

유동성 화원이 배수구 등을 통하여 교량하부로 전파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안성 JCT에서 발생된

화재는 교량상부의 공업용 신나를 운송하던 차량이 전도

되며 발화되어 교량의 바닥판과 거더뿐만 아니라 교대에

도 손상을 유발하 다. 국외에서도 유류와 같은 유동성

화원을 운송하는 탱크로리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대형화

재가 교량의 붕괴를 초래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2007년미국Bay Bridge에진입하는고가교에서유조차

의전복으로흘러내린유류에화재가발생하여다음Fig.

13과 같이 교량이 붕괴되었다(Korea Expessway

Corporation, 2013). 이러한 사례는 화재위험요소가 발

화 시에는 교량상부에 위치하 으나 이후 교량하부로 전

이되어그피해가증가된사례이다.

Fig. 11 Investigation Example by Road-view Photograph

Fig. 12 Bucheon Overpass Bridge Fire Accident 

(Korea 2010)

Fig. 13 MacArthor Maze Bridge Fire Accident 

(California USA 2007)



화재에 의한 화염과 열은 유동특성상 상부로 발현되

므로 교량의 하부에서 발생된 화재는 상기 사례와 같이

교량을 지지하는 상부구조(거더)와 하부구조(교대 및 교

각) 모두에 화해를 유발하며 큰 피해를 야기한다. 이러

한 특성은 거더가 주요 하중을 지지하는 일반교량 형식

에서 발생되는 사례이며, 케이블이 주로 하중을 지지하

는 특수교 형태의 교량은 하부화재에 대한 구조물의 안

정성이 상기와 다르다. 국도교량은 99% 이상이 일반형

식의 교량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현장₩실내조사에 있어

일반형식의 교량에 대한 관점에서 분석하 다.

3.1. 현장조사결과

3개 지역의 총 22개에 대한 교량의 현장조사결과, 다

음 Fig. 14~Fig. 18과 같은 화재의 위태위험 및 활성화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교

량제원, 위치 등은 비공개 자료이므로 교량의 명칭은 생

략하 다.

현장조사결과, Fig. 14와 같이 일반국도교량은 대부

분 형하고가 매우 낮았으며, 특히 시종점부의 형하고는

더욱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화재발생 시 직접

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화재진압 시까지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교량의 거더에 의해 형

성된 하부공간은 강우, 강설 등을 피할수 있는 공간이므

로 Fig. 15와 같이 인근업체가 불법 적치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하거나 관리기관에서 별도의 용도로 활용하

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Fig. 17과 같이 화원

이 될 수 있는 고압선로 등의 시설물을 거더에 직접 설

치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교량의 하부공간에서는 쇼파,

물탱크 등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1개의 교량에서는 Fig. 18과 같이 폐기물의 소각

으로 인해 교각의 콘크리트에 폭열이 발생한 사례도 확

인할 수 있었다. 

현장조사에 따른 사례분석결과, 일반국도교량의 형하

고는 대체로 낮았으며, 교량의 하부공간에 다양한 화재

위험요소를 적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반국

도교량은 위치적 특성상 생활지역과 근접하여 하부공간

에 다양한 폐기물이 적치 및 불법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하부공간의 면적이 클수록 적치물의 양

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2. 실내조사결과

3.2.1. 위성사진 조사결과

위성사진 조사결과에서도 현장조사와 마찬가지로

Fig. 19와 같이 화원으로 작용이 가능한 다양한 적치물

이 교량하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내에 공용중인 교량에 대해 적치물의 종류

와 양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적치물

의 양을 전수조사하더라도 계절 또는 시기에 따라 유동

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장조사결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9 No.6110

Fig. 14 Insufficient Under Clearance

Fig. 15 Illegally Stowed Fire Risk Materials of High Heat 

Resource

Fig. 16 Various Fire Risks Stowed Under Bridges

Fig. 17 Fire Risks Directly Attached to Birdge Girders

Fig. 18 Fire Evidence on Bridge P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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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적치물의 양은 적치가 가능한 공간과 비

례함을 확인하 으므로 위성사진조사는 교량하부공간

의 종류 및 적치가능한 면적을 중점적으로 실시하 다. 

위성사진조사결과, 교량하부공간의 종류는 다음 Fig.

20~22와 같이 도로 및 교량, 하천 및 바다, 산림, 농지

및 주거지, 공터 등 총 5가지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었

다. 이 중 교량의 하부공간이 하천 및 바다이거나 산림,

농지 및 주거지인 경우 화원이 가능한 요소를 교량하부

에 적치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교량하부에 화원을

적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도교량의 하부를 지나는 별

도의 진입로가 필요하나 하천, 산림, 농지 등은 이러한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하부에 적치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부공간이 도로인 경우는 하부도로

에서 차량이 상시적으로 통행하고 있으며, 공터인 경우

하부에 진입로가 존재하여 현장조사 시 확인된 형태와

같은 적치물 또는 불법시설물이 존재하 다. 

상기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부공간의 종류가

화재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화재

위험현황분석을 위해서는 국내 일반국도교량별 하부공

간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따라서 위성지도를 이용하여 일반국도교량 7,190

개의 하부공간 종류를 모두 조사하 으며, 위성지도서

비스에서 제공하는 면적산출기능을 활용하여 다음 Fig.

23과 같이 교량의 시종점부를 기준으로 하부공간종류

별 점유면적을 산출하 다.

3.2.2. 로드뷰사진 조사결과

로드뷰사진 조사결과에서도 현장조사 및 위성사진조

사와 마찬가지로 Fig. 24~25와 같이 다양한 적치물이

교량하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드뷰사진 조사에서는 위성사진조사로는 확인이 불가

능했던하부공간의적치양상을Fig. 24와같이확인할수

있었으며, 특히 Fig. 25와 같이 교량의 형가고가 매우 낮

Fig. 19 Fire Source Underneath Bridges on Satellite 

Picture

Fig. 20 River and Mountain Area Underneath Bridges

Fig. 21 Farmland and Residential Area Underneath 

Bridges

Fig. 22 Road and Vacant Lor Underneath Bridges

Fig. 23 Example of Calculation of Underneath Area 

and Area Type

Fig. 24 Various Stowed Materials from Road-view 

Picture

Fig. 25 Insufficient Clearance from Road-view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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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례가다수발견되었으며, 이와같은조건에서하부공

간 화재발생 시 거더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화재 초기대응이 불가능하다. 관련연구문헌에 따르면 형

하고가 15m 이하인 경우 하부화재발생 시 거더에 손상이

발생되며 형하고가 낮아질수록 그 피해가 증가됨을 확인

하 다(Korea Expessway Corporation, 2013). 따라서

로드뷰사진조사에서는교량의형하고를중점적으로조사

하 으며, 형하고의측정은Fig. 11과같이교량하부에설

치된형하고표지판의수치를기록하는방법으로진행하

다. 그러나 교량하부에 도로가 존재하지 않아 로드뷰사진

이 촬 되지 않은 경우, 형하고표지판이 손상된 경우 등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BMS 데이터의 형고에서 포장

및거더높이를제외한높이를계산하여추정하 다.

4. 국내 교량의 화재위험요소 현황분석

문헌 및 사례조사결과, 교량상부는 상시적으로 차량

이 통행하므로 화재발생가능성이 높으며, 교량상부화재

가 교량하부로 전이되어 교량의 피해가 극대화된 사례

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량의 상부교통

량을 기본적인 화재위험요소로 설정하 으며, BMS 데

이터를 통해 국도교량의 교통량 현황을 분석하 다. 

현장조사결과, 과거 국내에는 교량하부 적치물의 화

재로 해당 교량의 통행이 약 1개월간 통제되었던 사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화원이 교량하부에 적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쇼파, 침대, 수조 등 고열량의 생활폐기

물을 교각하부에서 소각한 흔적과 이로 인한 콘크리트

폭열흔적이 다수 발견되어 국도교량하부의 적치물을 주

요한 화재위험요소로 설정하 다. 그러나 적치물의 전

수조사가 불가능하며, 적치물의 양은 적치가능면적과

비례함이 현장조사로 확인되어 이 연구에서는 적치가능

면적을 화재위험요소로 설정하 다.

위성사진 조사결과, 교량하부에는 도로, 농지, 주거

지, 하천 등 다양한 종류의 하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

며, 이중 공터에서 다수의 화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공터가 현장조사결과에서 의미하는 적치가능공간이므

로 공간특성 중 공터를 화재위험요소로 설정하 다. 현

황분석 시에는 위성사진조사를 통해 확보한 국내 일반

국도교량의 하부공간종류와 종류별 면적을 산출하고,

BMS 데이터와 조합하여 분석하 다.

로드뷰사진 조사결과, 상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화

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형하고가 낮은 국도교량

들이 다수 확인되어 로드뷰사진 분석에서는 형하고가

화재발생 시 위험요인으로 판단되어 형하고를 주요 화

재위험요소로 설정하 다. 따라서 로드뷰사진 조사 시

국내 일반국도교량의 형하고를 모두 조사하 으며, 이

를 BMS데이터와 조합하여 분석하 다. 또한 적치물은

3차원으로 존재하는 형태이므로 위성사진조사로 획득

한 적치가능면적에 형하고를 곱하여 교량별 적치가능공

간을 산출하 다.

4.1. 교통량 현황

국내 일반국도교량의 교량상부에서 상시화원으로 작

용이 가능한 차량의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는 Fig. 26과

같다. 

연간 국도교량의 교통량 평균은 약 25,797대이며, 최

소 205대, 최대 282,153대로 교량별로 그 편차가 큰 것

으로 확인되었다. 교통량이 높은 교량일수록 화재위험

성이 증가되므로 교량의 정량적 화재위험도 평가 시 이

러한 특성이 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행량별 교량비율을 분석한 결과, Fig. 27과 같이

연간 4만대 이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량이 전체 일반

국도교량의 약 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4만대 이상

Fig. 27 Bridges by Traffic Volume

Fig. 26 No. of Bridges by Traffic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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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는 교량은 약 1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량을 화재위험요인으로 결정

하고 이를 2만대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 으나, 정량

적 화재위험도 평가 시에는 화재로 인한 교통통제 시 발

생되는 교통량별 직₩간접적 손실액을 분석한 후 교통량

의 위험가중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2. 형하고 현황

로드뷰 조사결과와 BMS자료를 조합하여 국내 일반국

도교량의 형하고를 분석한 결과는 Fig. 28 및 Fig. 29와

같다. 

전체 교량 중 약 30%의 교량의 형하고는 4.0~5.0m

의 범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형하고

는 약 4.9m로 상당히 낮은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

련 연구문헌(Korea Expessway Corporation, 2013)

에 따르면 형하고 15m 이하부터는 화재발생 시 손상이

가능한 것으로 연구된 바가 있으므로 형하고 15m의 교

량 비율을 분석한 결과, Fig. 29와 같이 전체 일반국도

교량 중 약 94.6%의 교량이 15m 이하의 형하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내 일반교량의 특성

상 형하고가 낮으므로 이는 교량의 화재위험도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3. 적치가능공간 현황

현장조사를 통해 교량하부공간이 화재위험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위성사진조사를 통해

국내 일반교량의 하부공간특성 및 면적을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 Fig. 30~Fig. 34와 같다. 

Fig. 29 Bridges with Less than 15m Clearance

Fig. 28 No. of Bridges by Clearance

Fig. 30 Bridges Underneath Space Types and Area

Fig. 32 No. of Bridges by Underneath Space Type

Fig. 31 Ratio of Underneath Space Type

Fig. 33 Type of Under-passing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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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하부공간종류를 5가지(도로₩교량, 하천₩바다, 산

림, 농지₩거주지, 공터)로 구분할 경우 Fig. 30과 같이

하천과 공터의 면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

장조사결과 및 위성사진조사에서와 같이 공터는 화원의

적치가 가능하므로 중요한 화재위험요소이나 국내 일반

국도교량에서 가장 많은 면적(약 600ha 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므로 교량의 화재위험도 평가 시 반드시 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량하부종류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상시화원으로 작용이 가능한 교량하부의

도로 및 교량이 약 12.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화원의

적치가 가능한 공터가 약 48.9%로 확인되어 화재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면적은 전체 국도교량 하부면적

의 약 61.1%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부공간 종류별 교량개소수를 분석한 결과, Fig.

31과 같이 하부공간 면적별 특성과 다른 양상을 보

다. Fig. 30과 같이 교량하부 점유종류별 면적특성에

서는 도로 및 교량의 면적이 공터의 면적에 비해 상당

히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교량하부를

관통하는 도로의 면적이 교량하부면적에 비해 상대적

으로 작기 때문이며, 도로 및 교량의 개소수 기준시에

는 전체 교량의 약 60%인 약 4,400여개의 교량하부에

도로 및 교량이 관통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량하부의

도로 및 교량도 화재위험요인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위성사진분석을 통해 교량하부의 도로

및 교량특성을 분석한 결과, Fig. 33과 같이 대부분 국

가지방도급 이하의 도로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교량에

서는 고속도로, 교량, 비포장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어 추후 교량의 화재위험도 평가 시 교량하부

도로의 종류 및 차선수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설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조사 및 위성사진, 로드뷰조사 결과와 같이 교량

하부 점유특성 중 공터는 다양한 화원이 적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교량하부에 적치가능한 최대공

간(부피)도 화재위험요인의 평가요소로 설정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위성사진분석을 통해 조사된 적치가능면

적(공터면적)에 각 교량의 실제 형하고를 곱하여 적치가

능 최대공간을 산출하 으며, 이를 도식화한 그래프는

Fig. 34와 같다. 

국도교량의 하부에는 평균 약 7,332m3의 적치가능공

간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국도교량이 약 4,000m3 이하

의 적치가능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화원을 적치하기 충분한 공간이므

로 화재위험요소로 선정되어야 하며, 정량적 화재위험

도 산출 시에는 해당 공간에 적치가능한 화원의 발열량

추정을 통해 가중치를 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4. 거더 주재료 현황

일반적으로 교량화재발생 시 하중을 지지하는 주요부

재의 재질에 따라 내화성능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

므로 국도교량의 거더재질도 화재위험요인으로 반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BMS 데이터를 통해 국

도교량별 거더의 주재료를 분석하 으며, 분석결과는

Fig. 35와 같다. 

교량별 주요부재의 재질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국

도교량의 약 45%가 콘크리트, 약 29%가 PSC, 약 25%

가 강재로 구성된 부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콘크리트

를 제외한 PSC 및 강재는 화재 시 과도한 변형 또는 취

성적 파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량적 화재위험도 평

가 시 주재료의 내화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여 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4 Volume of Potential Stowage Underneath Bridge

Fig. 35 No. of Bridges by Superstructur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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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최근 교통물류의 발달로 교량화재의 발생이 증가되는

추세이나 국내외적으로 교량의 화재위험도를 정량적으

로 평가하는 기법은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에

서는 현장조사, 위성사진조사, 로드뷰사진 조사 및 분석

을 통해 교량의 화재위험요인을 선별하고, 선별된 화재

위험요인이 국내 일반국도교량에 분포되어 있는 현황을

분석하 으며, 이를 통해 일반교량의 정량적 화재위험

도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현장조사결과, 국도교량의 하부에는 다양한 화원이

적치되어 있으며, 적치물의 양은 교량하부의 적치가능

한 공간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량에서 낮은 형하고가 확인되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

다. 따라서 교량상부의 교통량, 형하고, 하부공간특성.

적치가능공간, 거더주재료 등 총 5가지를 교량의 화재

위험요소로 설정하 으며, 이를 기준으로 위성사진분석

및 로드뷰사진분석을 실시하 다. 

국도교량 전체에 대한 위성사진 및 로드뷰사진을 수

집하고 분석한 결과, 일반국도교량의 하부는 도로₩교

량, 하천₩바다, 산림, 농지₩거주지, 공터 등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 중 화원의 적치가 가능한 공터

는 교량하부 전체면적의 약 49%(약 600ha)를 차지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형하공간 중 공터의 면적

또는 부피는 화재위험도 평가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 요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로드뷰사진 및 BMS데이터 분석결과, 국도교량의 형

하고는 평균 5.9m인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형하고 15m

이하인 교량이 전체 국도교량의 약 95%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고속도로교량, 특수교량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며, 형하고가 낮은 일반교량에서 화재발생

시 거더가 급격하게 손상될 것이 예상되므로 일반국도

교량의 형하고는 화재위험도 평가 시 필수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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