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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긴급출동제도 운영 실태 분석

An analysis of the state of operation of the electrical safety emergency 
dispatch system

유 재 근*․김 재 **․이 기 식***․구 경 완§․  정 채†  

(Jae-Geun Yoo․Jae-Hyun Kim․Ki-Sik Lee․Kyung-Wan Koo․Jeong-Chay Jeon)

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background of the electrical safety emergency dispatch system and analyzes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system. This system is to provide the enhanced electrical safety service to general-purpose 

electrical equipment users. Annual average of about 6 million case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2005. In order to 

enhance electrical safety service and more effectively prevent electrical disasters in future, institutional expansion of the 

electrical safety emergency dispatch system with keeping budget is necessary. If periodic inspections with a remote 

monitoring system is applied, the effect of electrical safety will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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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설비는 기사업법에 의거 사업용, 자가용  일반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사업용  자가용 기설비는 

기설비를 운용하고 리하는 기안  담당자를 제도 으

로 지정하므로 안 하게 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가정주택, 상가 등으로 구성된 일반용 기설비는 소유자 

는 유자가 기안 에 한 기술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

여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의 기설비를 리하기가 어렵

다. 따라서 기설비의 안 을 확보하기 해 국가(지식경제

부 장 )가 주체가 되어 사용  검, 사용  검(정기

검) 등의 업무를 공공기 에 탁하여 수행하고 있다[1].

그러나 이와 같이 제도 으로 기설비를 리하더라도, 

장기간 사용에 따른 설비 노후화에 의한 차단기 고장,  

등으로 정 사고가 발생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래하고 있

다. 기에 지의 사용은 편의성이 아닌 생활의 필수요소이

므로, 문지식이 부족한 일반국민을 상으로 실제 주거하

며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서 정 ,  등 고장발생시 24시

간 출동하여 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응 조치를 하여 일

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기안  문 공공기 인 한국 기안 공사

(KESCO)는 기에 한 문지식이 부족한 소득층을 

상으로 2005년부터 기안 에 한 긴 출동제도를 시행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안  긴 출동제도 도입에 따

른 운용 실태를 분석하 다.

2. 본  론

2.1 도입 배경

기사업법 “제74조” “ 기로 인한 재해를 방하기 하

여 기안 에 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홍보업무와 

기설비에 한 검사ㆍ 검업무를 수행”하기 해 설립한 

한국 기안 공사는 동법 “제78조”에 의하여 표 1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1. 기안 에 한 조사  연구

2. 기안 에 한 기술개발  보

3. 기안 에 한 문교육  정보의 제공

4. 기안 에 한 홍보

5. 기설비에 한 검사ㆍ 검  기술지원

6.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사고의 원인ㆍ경  등의 

조사

7. 기안 에 한 국제기술 력

8. 기안 을 하여 지식경제부장  는 시 ㆍ도지사가 

탁하는 사업

9. 기설비의 안 진단과 그 밖에 기안 리를 하여 

필요한 사업

표   1  한국 기안 공사 사업

Table 1 Services of KESCO

한 동법 “66조의 3(특별안 검  응 조치)”, “③지

식경제부장 은 일반용 기설비(주거용에 한한다)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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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자가 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  확보에 필요

한 응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 공사로 하여  신속

히 응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에 의해 『 기안  고충처

리긴 출동, 이하 기안  긴 출동(Speed call)』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2]. 

기안  긴 출동제도는 기 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이 안 하게 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안 공사의 향상

된 기안  서비스로써 기안 분야에서 세계 최 로 시

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 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안 분야에 있어서 공공서비스의 성공사례로 발 할 수 

있으며, 향후 수용가의 기설비에 한 안  상태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와 연동되어 시행되면, 주기 인 안

검과 상시 안 감시 체계를 벗어나는 일부 사고의 경우에도 

처할 수 있는 기안 업무의 총  리업무 체계를 완

성할 수 있는 장 이 있다[3][4].

“ 기안  긴 출동”은 소득층의 주거용 시설에서 정

이나  등 고장발생시 24시간 출동하여 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응 조치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감  등 

기재해를 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용

자 주의 향상된 공공서비스로서 구체 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소득층  오지지역 등 사회  약자에 한 지원정

책 실 ; 경제  능력이 부족한 소득층 기설비 고장시 

신속한 조치를 받기가 어려운 사회  약자를 한 국가 에

지복지정책 실 으로 안 사회 구

○ 소득 국민의 기사용상 불편 해소; 24시간 신속한 

응 조치로 기를 안 하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국민 서

비스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

○ 기재해 방 일익 담당; 고장 기설비를 장시간 방

치할 경우 2차재해(감 ․화재)로 진 될 개연성을 사  차

단하여 기재해 방에 일익 담당

정부의 에 지 복지정책 확 방침에 부응하여 국민 고

충사항을 해소하는 “ 기안  긴 출동”이 제도화되는 시행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4년 국회의원으로부터 가칭 “ 기안  119” 운  

검토 요구 받음

○ 2004. 12. JUMP 2007 KESCO 경 신 추진 로드맵

 - 1단계: 2005년 제주지역 시범운

 - 2단계: 2006년 강원직할, 원주횡성, 제주직할 3개 사업

소 확

 - 3단계: 2007년 국 확  실시( 소득층)

○ 기사업법 66조의3 개정(2007. 1. 3.)

○ 기사업법시행령 제42조의4 개정(2007 6. 15.)

2.2 운용실태 분석

기안  긴 출동제도는 2005년 한국 기안 공사 제주

지역본부에서 체 수용가를 상으로 최  시범 실시하

으며, 2007년부터 일반용 수용가  국민기 생활보호 상자

(이하 기 생보자)  차상 계층자를 상으로 한정하여 

국으로 확 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분[호수] 2005 2006 2007 2008 2009
주)

시범

실시

제주본부 249,147 249,147 - - -

강원본부 - 247,276 - - -

원주/횡성 - 142,824 - - -

국 확 - - 53,597 57,349 32,718

계 249,147 639,247 53,597 57,349 32,718

표   2  연도별 실시 상(2005-2009)

Table 2 Served area in recent years.

주) 2009년 상반기 실 (기간; 2009.01.01～2009.06.30)

지역본부별 시행율은 2007-2009 년도별 시행건수를 분석

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서울지역본부 17.3[%], 경기지역본

부 12.8[%], 구경북지역본부 11.9[%]의 순서로 시행되었

다.

그림 1 연평균 지역본부별 시행률

Fig. 1 Annual served rate in each area.

그림 2 월별 시행률

Fig. 2 Monthly served rate in entire area.

2007-2009년 월별 시행건수를 분석한 결과, 그림 2와 같

이 우기철이 시작되는 6월부터 10월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해빙기인 3월과 연말인 11-12월의 시행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거리별 시행율을 분석한 결과, 그림 3과 같

이 30[km] 이내의 경우가 체 시행건수의 83.3[%], 

30-60[km] 12.3[%], 60[km] 이상의 경우는 4.4[%]를 유하

고 있어 기안  긴 출동 신고 상은 사업소를 심으로 

30[km] 이내의 근거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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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평균 거리별 유율

Fig. 3 Average served rate to distance.

그림 4 신고 수시간 유율

Fig. 4 Served rate to requisition time.

그림 5 연평균 처리시간

Fig. 5 Served rate to handling time.

한 시행지역별로 시행율을 분석한 결과, 도심지가 체 

지역의 62.8[%], 농 지역이 34.6[%], 기타 2.6[%]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시간  비업무시간의 업무량을 분석하기 해 사용

자 신고를 수한 수시간 별 실시 황을 분석한 결과, 

“08:30-09:30”의 경우가 13.3[%]를 유하여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체 32[%]가 “07:30-10:30” 사이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20:30-06:30”은 각 시간 별 신고율이 2[%] 

미만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추정하면 사용자는 심

야 취침 에 기사고를 인지하지 못하며, 인지하는 경우에

도 한국 기안 공사 업무개시시간에 맞추어 신고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간(09:00-18:00)의 경우 그

림 5와 같이 신고율이 체 78.6[%]를 유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안  긴 출동 업무량을 산출하기 해 사용자의 신

고 수후 처리시간을 분석한 결과, 그림 5와 같이 1시간 이

내의 경우가 체 64.9[%], 2시간 이내가 90.1[%]를 유하

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시간 이상의 경우도 0.9[%]를 

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안  긴 출동”을 이용하는 정보습득 경 를 분석한 

결과, “정기 검필증”에 기재된 홍보효과가 24.2[%], 한국

력을 통한 정보습득이 17.5[%]를 유하여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평소 인지”의 경우 2008년 2.7[%]에서 2009년 

3.9[%]로 년 비 140[%] 증가하여 기안  긴 출동 제

도의 홍보효과가 차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층 상별 시행실 을 분석한 결과 “기 생보자”가 

체 27.3[%], “농어 지역” 26.1[%], “도시 소득층” 

23.9[%], “차상 계층”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 “장애

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은 

표 3과 같이 시행실 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체 상자의 유율이 낮아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

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2007 2008 2009
주)

계 평균[%]

기 생보자 15,335 14,163 9,683 39,181 27.3

차상 계층 9,283 12,321 8,734 30,338 21.1

도시 소득층 13,109 15,182 5,976 34,267 23.9

농어 15,560 14,691 7,302 37,553 26.1

장애인(1-3 ) 220 675 787 1,682 1.2

국가유공자(1-3 ) 82 285 211 578 0.4

독립유공자 8 31 25 64 0.0

5․18민주유공자 0 1 0 1 0.0

계 53,597 57,349 32,718 143,664 100.0

표   3  상별 시행결과(2007-2009)

Table 3 Served result for each targets.

주) 2009년 상반기 실 (기간; 2009.01.01～2009.06.30)

주거구분별 시행결과를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이 63.8[%]

를 유하고 있으며, “다가구”의 경우 20.4[%]를 차지하고 

있어, 부분의 주거형태인 단독주택의 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안  긴 출동에 따른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

설비 별 부 합유형은 “ 차단기” 29.7[%], “ ” 19.1[%], 

“배선기구” 9.9[%]의 순서로 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분석결과 에 의한 유형이 48.8[%]로 체 반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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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08 2009
주)

계 평균[%]

차단기 16,690 17,451 8,551 42,692 29.7

차단기 4,139 4,277 2,189 10,605 7.4

개폐기 3,404 3,335 1,810 8,549 6.0

옥내배선 3,868 4,227 2,377 10,472 7.3

배선기구 5,181 5,367 3,648 14,196 9.9

기기계기구 3,619 4,685 2,885 11,189 7.8

10,366 11,459 5,624 27,449 19.1

기타 6,330 6,548 5,634 18,512 12.9

계 53,597 57,349 32,718 143,664 100.0

표   4  부 합 유형별 시행결과(2007-2009)

Table 4 Served result for inconsistent cases.

주) 2009년 상반기 실 (기간; 2009.01.01～2009.06.30)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안  긴 출동제도의 도입 배경에 

해 서술하고 운용실태에 하여 분석했다.

국가 에 지복지정책에 부응하고, 일반 국민의 기사용 

 불편함에 해 극 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제

도는 소비자의 필요시기에 응하는 향상된 기안  서비

스이다.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연평균 약 6만건이 시행되고 있

으며, 2008년의 경우, 1건당 평균처리시간이 1시간 36분이 

소요되며 1인 연간 처리건수는 24.1[건], 담당자 업무량은 연

평균 101.9[%], 연인원으로 환산하면 46[명]의 업무를 추가

로 수행하고 있다.

향후 국가의 복지에 지 정책 확   기에 지의 사용

은 편의성이 아닌 필수 인 에서 기안  긴 출동제

도의 용 상 확 가 필요하여, 일반 기사용자를 해 제

도 개선, 국가  차원의 산  인력증원의 필요성이 있다. 

한 이를 해 향후 제도 확 시 추가되는 업무량  산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 시행되고 있는 주기 인 정기 검, 수용가의 기설

비  안 상태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차세  일반용 수용

가 기안 검체계, 기안  긴 출동체계가 동시에 용

되면, 기안 의 완벽한 업무 체계를 완성할 수 있으며, 안

의 효과 한 극 화 될 것으로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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