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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fire safety in Gosiwon, a residential space for the 

low-income class. Method: Problems appearing in the process of fire occurrence and damage were 

verified once again.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systematic 

discussions on blind spots. Result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isk of cool fire, the causes of fire 

occurred in various ways.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radiant heat due to heat accumulation due to 

narrow rooms inside the Gosiwon was high. Also, it was found that the possibility of fire spread was 

high due to clothing and household goods. It was reconfirmed that the poor internal structure of a 

narrow indoor spa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pread of fire and the scale of damage as it tried to 

accommodate as many people as possible inside.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omplete the installation 

as soon as possible for Gosiwon where the simple sprinkler is not installed. For this, a stronger driving 

force from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needed.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discuss 

how to improve the spatial and structural fire vulnerabilities that appear due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Gosi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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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저소득계층의 주거공간인 고시원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성의 향상이라는 부분에 목적을 두었

다. 연구방법: 화재 발생 및 피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대

한 제도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고시원화재의 위험성을 살펴본 결과, 

객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발생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좁은 객실로 인한 열축적에 의한 

복사열 가능성이 높고 의류 및 가재도구 등으로 인해 화재 확산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이는 내부에 가급적 많은 인원을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 좁은 실내공간의 열악한 내부 구조가 화재 

확산 및 피해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결론: 간이스프링쿨러 미설치된 

고시원에 대하여는 조속히 설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자치단체의 더욱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반면, 고시원의 구조특성상 나타나는 공간적, 구조적 화재취약성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용어: 고시원 화재, 주거공간, 저소득계층, 화재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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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래 들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도심지 내 거주선호, 소득격차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주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습공간으로 사용되던 고시원이 일반 주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저소득

계층으로부터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래 고시원이란 그 용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고시 및 시험을 목적으로 효과적인 학습과 취침을 위하여 개별공간을 제공

하던 장소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등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점차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숙소로 변화하기 시

작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Min, 2012).

이처럼 고시원의 경우 타 거주시설과 비교해 거주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저소득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과 노후 된 시설물, 미비한 소방시설 등으로 인해 화재 시에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동안 고시원화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실정

이며, 동 분야 연구에서도 인명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고시원 화재 시 인간 피난행동(Kim et al., 2012) 및 복도비상구 폭과 

피난계단에 따른 피난소요시간(Seok et al., 2009), 고시원 소방 및 화재 실태 분석(Lee et al., 2009; Choi, 2009; Kim, 2013)

등과 관련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연구결과는 제시되지 못했다. 이는 결국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시원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공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공간인 고시원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성의 향상이라는 부분에 목적을 두고  화재 발

생 및 피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한편,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저소득계층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물 중 고시원에 한정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부분만으로 저소득계층의 모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는 없으나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

여 장소적인 부분을 고시원에 한정하고 있다.

고시원 화재 통계 및 분석

고시원 화재가 주택 화재 등과 비교해 발생건수가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화재에 열악한 공간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그 

피해자들을 보면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화재안전대책의 강화가 필요

한 것이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서울시내 고시원은 총 5,74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910개, 동작구 473개, 강

남구 425개, 구로구 353개, 동대문구 325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Table 1). 

Table 1. Gosiwon Status in Seoul: A total of 5,741 locations (as of September 30, 2021)

종 로 중 구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189 166 201 52 325 316 310 130 425 217 161 171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167 69 353 125 910 239 95 140 473 240 144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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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서 최근 10년간(2012~2021) 서울시내 고시원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간헐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

나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상자 수도 큰 변화 없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 수 있

듯이 그 동안 고시원 화재 발생 이후 다양한 개선책들이 제시되고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나

타내지 못하고 있다.

Table 2. Current status of Gosiwon fires in the last 10 years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404 57 10 47 575,816

2021년 9월 28 3 0 3 14,645

2020년 28 6 1 5 86,271

2019년 59 5 0 5 108,452

2018년 52 18 7 11 85,905

2017년 33 2 1 1 10,738

2016년 61 5 0 5 102,530

2015년 41 6 0 6 43,425

2014년 32 6 0 6 33,707

2013년 38 5 1 4 56,243

2012년 32 1 0 1 33,900

다음으로, Table 3은 과거 고시원에서 발생한 주요 화재피해 내역(총 10건, 인명피해 순)으로 이를 살펴보면, 2006.07월 

‘나우고시원’ 화재 사망8명, 부상 11명(재산피해 약 6,400만원), 2018.11월 ‘국일고시원’ 화재 사망 7명, 부상 11명(5,816만

원), 2010.09월 ‘신천고시원’화재 부상 5명(414만원)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화재발생 주요 원인은 방화 4건, 부주의 3

Table 3. Main damage from the Gosiwon fire (in order of casualties)

연번 화재 일시 주  소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

원인소계 사망 부상

1 2006.07.19. 15:53 송파구 잠실동 나우고시원 19 8 11 64,000 방화

2 2018.11.09. 05:00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18 7 11 58,165 부주의

3 2010.09.05. 05:08 송파구 잠실동 신천고시원 5 0 5 4,141 방화

4 2013.03.03. 14:47 강서구 화곡동 베스트하우스 고시원 3 1 2 9,218 부주의

5 2015.09.10. 13:16 동대문구 용두동 국학고시원 3 0 3 2,129 미상

6 2019.08.14. 20:41 동대문구 회기동 큰뜻고시텔 3 0 3 38,049 전기

7 2011.12.20. 06:41 양천구 신정동 신탑고시원 2 1 1 21,699 미상

8 2014.11.02. 23:36 서초구 서초동 하나로 고시텔 2 0 2 21,822 방화

9 2016.06.22. 02:25 동대문구 신설동 미래아이비즈 고시원 2 0 2 26,770 방화

10 2017.10.18. 20:18 송파구 문정동 필하우스 원룸텔 1 1 0 829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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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미상2건, 전기 1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독 방화 건수가 높은 사유는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계층이 저소득계층이

다 보니 개인 신변 및 사회에 대한 비관 등 부정적인 인식이 방화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고시원 화재 특성 분석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건축물 및 화재 개요

2018년 11월 9일 금요일 05:00시경,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일고시원 건축물구조

는 양식 R/C조로 지상3층, 지하 1층, 연면적 614.31㎡의 건축물로 당시 고시원은 2∼3층, 옥탑을 사용하고 있었다. 고시원 2

층은 24호실로 16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3층은 29실로 27명이 거주하고 옥탑은 1실로 1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301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 투숙객이 초기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고시원 업주에 의해 119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급격한 연소 확산으로 인해 3층 거주자 27명 중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

며, 재산피해는 58,165천원(부동산 38,145천원, 동산 20,020천원)이 발생하였다(Fig. 1). 

<입면도> <평면도(3층)>

Fig.1. Elevation and floor plans related to Kookil Gosiwon (Fire situation report)

인명  및  재산피해 원인

① 인적 부주의 요인

발화 장소인 301호 객실의 넓이는 약 3.6㎡ 크기(가로170㎝×세로215㎝/높이220㎝)로 성인 한명만 취침이 가능한 넓이였

으며, 생계형 위주로 사용되는 거주지 특성상 내부에는 의류 및 가재도구 등의 가연물이 산재한 상태였다.

객실 바닥에 놓인 전기난로를 중심으로 연소가 확산 된 형상이었으며, 난로 주변에는 연소된 옷걸이, 의류 잔해 등이 있었

다. 그리고 전기난로는 벽면콘센트에서 시작하여 멀티콘센트로 연결되어 사용 중이었으며, 소실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전도

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열부가 침대 방향으로 향해 있었다.

전기난로 주변에 의류 및 휴지(냅킨) 등 잔해가 식별된 상황으로 복사열에 의해 열이 축적되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면 중 이불 등의 가연물이 난로 발열부에 접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벽면의 의류가 떨어지면서 난로와의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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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은 환경이었다.

② 전기적 요인

301호에서 단락흔이 식별된 점으로 볼 때 내부에 전원이 통전 중이던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301호 전

원 연결 상태로는 벽면 매립형 2구콘센트에서 책상하단 냉장고와 3구 멀티콘센트로 분기되고, 3구 멀티콘센트에서는 TV, 

셋톱박스, 전기난로가 각각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전기적 특이점에 대한 식별 상황으로는 매립콘센트에 체결된 냉장고 전원코드(0.75 ㎟×3C)와 멀티탭에서 체결된 TV전

원코드(0.75 ㎟×2C)에서 각각 단락흔이 식별되었고 단락흔 위치가 결선 및 접속부위로 보기 어려우며, 외력에 의한 눌림 및 

꺾임 등 외적 스트레스 요인이 관찰되지 않고 동 단락 지점에서 연소 확산된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등 식별된 단락흔은 화재 

확산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난로에서는 육안 상 관찰할 수 있는 전기적 발열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과수 감정결과 전기난로 내부 배선 및 

부품에서 단락흔 등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 밖에 현장 감식 시 301호에서 사용 중인 전기기기(냉장고, 

TV, 셋톱박스) 및 천장 환풍기 등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고 수거하여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또

한 전기적 발화현상이 확인되지 않아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③ 고의적(방화) 여부

일반적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발화단계, 성장단계, 플래시오버, 최성기, 쇠퇴기 등의 단계를 거

쳐 진행된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급격한 화재를 목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액체 가연물 등을 

활용하고 통상적인 화재 진행단계보다 급속한 화재의 성장을 가져온다.(William, 2002)

객실 바닥의 연소패턴을 보면 장판이 화재 열로 대부분 소실되었으나 일부원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CCTV 상황으로 볼 

때 급격한 연소 현상이 보이지 않았으며, 301호 내부 소실 형태로 볼 때 인화성 연료를 매개로 한 방화나 다수 발화지점 및 고

의적으로 불을 낸 형태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CCTV상 초기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촬영되고 본인도 화상을 입은 점, 방

화에 의한 이득 및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 고의적으로 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301호 바닥에 놓인 전기난로를 중심으로 연소가 확산된 형상으로 전기난

로 발열부위에 가연물이 접촉 또는 근접하여 복사열에 의한 열 축적으로 착화발화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거주자들이 

다급하게 대피하면서 출입문을 개방한 채로 대피하는 바람에 급격한 연소 확산을 가져왔으며, 내부가 미로구조로 되어있으

며 좁은 통로로 인한 진압 및 구조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고시원의 화재 위험성

불특정 계층의 이용자

최초에 고시원은 학습을 목적으로 독서실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각종 채용시험이 확대되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자 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적인 공간에 책상과 의자뿐만이 아닌 침대도 배치하면서 현재의 고시원 형태로 변형이 

되었다. 특히, 유명 학원가를 중심으로 인접지역에 위치한 노량진, 종로 등과 서울대와 인접한 신림동 주변으로 고시원은 급

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1997년 IMF 경제위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근로자를 대량 해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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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실직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시원을 주거의 개념으로 사용

하기 시작했다.

현재 고시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험생, 직장인,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도시빈곤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거주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 그 안에서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시원 건축물의 구조

고시원은 내부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객실 공간을 최소한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히 복잡한 미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 발생한 고시원 화재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시원의 내부는 상당히 복잡한 미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고

시원 수용인원이 고시원의 소득으로 이어지다 보니 가급적 많은 인원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영업주가 경량칸막이 등을 활용

하여 최대한 많은 개별공간을 만들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그 위험성은 상당히 크다. 

고시원 내부의 좁은 통로는 신속한 피난에 장애가 되는 한편, 일반건축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연기의 하강 속도로 

인해 거주자들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시원 화재의 위험성을 이용자 측면, 공간구조 

측면, 발화원인 측면에서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Risk of fire in Gosiwon

이용자 측면 공간구조 측면 발화원인 측면

- 지역과 이용 목적에 따른 다양한 이용 

계층

-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저소득 계층 

- 복잡한 미로 형태의 내부

- 좁은 실내 공간

- 신속한 피난에 불리

- 연기의 하강속도 증가

- 방화발생 가능성 상존

- 객실 내부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전열기구, 취사도구 등의 사용

- 관리가 부실한 노후 시설물

발화원인의 다양성

일반적인 화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을 하고 있지만 고시원화재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앞선 통계 현황(Table 3)에서

도 언급했듯이 최근 10년간 고시원화재 주요 원인은 방화(4건), 부주의( 3건), 미상(2건), 전기(1건)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방화로 인한 고시원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고시원 사용자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소득계층의 이용자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표출하는 방법으

로 방화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방화범의 특징을 보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급격한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가연성 액체를 이용

하여 급격한 폭발성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노후화된 고시원 시설과 불법적인 개조로 인하여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고시

원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 실 내부에서 간이도구를 사용하여 취사를 하거나 겨울철 난방을 해결하기 위하여 

난로를 사용함에 따라 화재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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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화재안전관련 정책추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부터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을 대

상으로 사업주와 함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방식(50:50)으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소방청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1)하는 법제도를 시행2)

하면서, 2009.7.8. 이전부터 영업을 하던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은 2022.6.30.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2 및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

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고시3)에 따라 미설치 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Table 5),서울시 전체 754개 대상물 중 650개(86.2%)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고, 104개소(13.8%)가 미설치

된 상황이다.

다행히 관련법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고시원은 증가하였

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고시원이 여전히 104개소가 존재하며 대피로 확보를 

위한 내부공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가연물이 산재한 상황에서 화재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

이 따르는 실정이다.

Table 5. Current status of simple sprinkler installation in lodging-type multi-use establishments

구  분
사업대상

(개소)

완 료

추진중
합 계

설치지원

(예산집행)
폐 업

본인부담 

설치 등

총  계 754 650 513 97 40 104

2021년 61 28 28 5

2020년 187 82 82 - -

2019년 567 507 403 69 35

- Target: 754 lodging-type multi-use establishments (750 gosiwon, 4 postpartum care centers)

- Status: 650 completed(86.2%), 104 places under promotion(13.8%)

결 론

서울시내 주택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소득의 격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계층

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주거환경은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 

안전한 생활의 보장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서울시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례를 바탕으로 고시원 화재의 위험성을 고찰하고, 관련 정

책의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6항

2) ‘20.6.9. 개정, ’20.12.10. 시행

3)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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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고시원 등 화재 사례를 통해 고시원화재의 위험성을 살펴본 결과, 객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발생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객실내부에서 난방기구 사용 시 좁은 실내공간 특성으로 인해 열 축적에 따른 복사열 발생가능성이 높고 

의류 및 가재도구 등으로 인해 화재 확장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과 이용 목적에 따른 다양한 연령층의 불특정 다수, 저소득 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에서 가급적 많은 인원

을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 좁은 실내공간의 열악한 내부 구조가 화재 확산, 피해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재

확인되었다.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관련법이 강화되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최소한의 안전대책이 강구되었다. 

그러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완료하였다고 하여 화재에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없다. 고시원 화재의 특성상 피해발생의 위

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간이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된 고시원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강구되

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 및 자치단체는 미설치된 고시원에 대해 조속히 설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하게 설치를 독

려하는 한편, 고시원의 구조특성상 나타나는 공간적, 구조적 화재취약성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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