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의 성장 등 고도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 건축물

의 양상이 복잡화ㆍ고층화ㆍ지하화되고 화재ㆍ폭발, 방사

성물질 사고, 자동차 사고, 선박의 침몰, 항공기 사고 등 인

적 원인에 의한 재난은 물론 폭풍ㆍ호우ㆍ대설ㆍ홍수ㆍ해

일ㆍ지진 등과 같은 이상 자연현상에 의한 자연재난이 빈

번하게 발행하고 있다.

소방은 업무의 특성상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이 주 업무

였으나,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방업무의 성격 또한 과

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에 대응하는 구조·구급의 업무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24 

h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현장에서의 소방

활동 중 사망이나 부상 등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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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재난현장 소방공무원 회복실 운영모델을 제공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해외의 운영사례 및 선행연구의 회복실 운영 관련 요소들을 분석하여 관리적 요인과 운영 인력

적 요인, 설비적 요인, 접근성 및 편의성 요인 등으로 분류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였으며, 분야별 중요도의 하

위 계층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하여 재난현장 소방공무원 회복실 운연을 위한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전문

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난현장 회복실 운영에서 운영 인력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근성 및 

편의성 요인, 관리적 요인, 설비적(비품) 요인, 설비적(장비)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재난현장 회복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n operational model of the rehabilitation room for fire officers at disaster 

sites to improve the safety and resilience of fire officers. Therefore, we analyzed the operation related elements of the 

rehabilitation room-such as overseas rehabilitation room operation cases and previous studies— and managed different 

facto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s, equipment and facility, and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factors; afterward, the relative importance and importance of sub-layers in each field were measured. The 

priority of items for the operation of the rehabilitation room for fire officers at disaster sites was elucidated; after expert 

analysis, it was found that human resources were the most crucial factor. Finally, it was found that, in descending order,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administrative, equipment, and facility factors were also essential. Based on this, we proposed 

a rehabilitation room operation guideline for disaster sites.

Keywords : Fire officer, Disaster sites, Rehabilitation room, Operation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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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현장의 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

는 소방공무원은 위험한 직업 중 하나이며, 재난·사고 현장

에서 무거운 장비를 다루어야 하는 육체적인 능력이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이다.

소방공무원은 위험성, 긴급성, 활동 환경의 이상성 및 강

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 중 긴급성으로 인해 사

전준비 없이, 무거운 방화복과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활동

에 임해야 하며, 열기, 연기, 유독가스, 습기 등의 장애요인

이 많은 악조건 하에서 활동해야 한다(1,2). 특히 소방 교대 

근무자들은 현장으로 출동하기 전단계 비상출동대기 근무

를 하고 있는데, 3교대로 상황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대기

실에서 가수면 상태에서 출동대기에 임하고 있다. 극도의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는 출동대기 근무는 주간에는 20 s, 

야간에는 30 s 이내에 출동해야하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

스에 노출되어 있다. 더불어 순직·공상의 위험이 항상 존재

하고 있는 화재나 재난현장에서는 위험성, 사건의 돌발성

이 상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감과 흥분 그리

고 공포가 엄습하는 등의 심각한 심적 부담을 안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고 국민

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3), 

업무의 특성상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 중 사망, 부상 

등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또한, 예고없이 발생하는 

각종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24 h 비상대기 상

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내내 연속적인 긴장감에 

놓여있다(4). 소방공무원들의 부상원인인 8.3%가 탈수, 탈

진, 어지러움증으로 대응책 및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현장활동 중 휴게공간인 회복실(Rehabilitation)

에 관하여 NFPA 1584를 제정하여 소방서 또는 사립 비영

리단체⋅응급의료서비스 등의 기관에서 운영중이며 미국

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 회복실 운영을 위한 교육

을 시행 중이다(5). 또한, 국내에서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및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회복차량을 운영 중이며, 각 

지자체에서 현장재원을 위한 회복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그 운영프로그램이 상이하다. 이에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현장대원의 안전확보 및 회복탄력을 위한 회복실 운영에 

필요한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재난현장 소방공무원의 안전확보 및 

회복탄력을 위한 회복실 운영에 대하여 선행연구 및 문헌

조사를 통해 회복실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회복실 운영요소

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AHP기법을 활용하여 재난현장 

회복실 운영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운영중인 회복실에 대해 분석하

여 상위항목과 하위항목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는 도출된 각 항목별 중요도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는 AHP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재난현장 회복실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현장 회복실의 역할

2013년 8월 17일 경남 김해의 한 플라스틱 가공 공장에

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과로와 탈

진으로 순직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8년 8월 1일 충북 

제천시 왕암동의 원료의약품 제조 공장 화재에서는 인명피

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1명이 탈

진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6,7). 

이와 같이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활

동을 수행하다 보면 화염으로 인한 열사병에 노출될 우려

가 많다. 더구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시 착용하는 개인

보호장비 무게는 20 kg 이상이며, 개인보호장비 착용 후 현

장활동을 할 때에 방화복 내 온도는 50 ℃를 넘는다. 그러

나 소방공무원은 재난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구체적인 회복실 운

영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5년 4월 3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소재 중고 자

동차 매매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진압하기 위해 

370명의 소방관이 출동하였다. 이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

원이 휴식시간에 컵라면을 먹고 있던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

어 많은 논란이 되었다(8). 또 2017년 5월 19일 충청북도 제

천시 고암동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화재를 진압하던 중 맨땅 바닥에서 휴식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었다(9).

이처럼 열악하고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2003년부터 NFPA 1584에 따라 회복실을 운

영하고 있다. 화재진압 시에 외부로 교대된 소방관의 신체

상태 확인 및 회복서비스를 제공하여 열 피로 및 소진으로 

인한 심장마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현장회복지원팀｣을 운영

하고 있다. 현장회복지원팀은 대형재난 시에 소방대원을 위

한 이동식 트레일러에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015년 3월 1일부터 

회복실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대응 2단계1) 이상이거

1) ① 대응1단계 :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2단계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군·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황에서 해당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시·도긴



재난현장 소방공무원의 회복실 운영모델 개발

Fire Sci. Eng., Vol. 34, No. 4, 2020

117

나 재난현장에서 지휘관이 요청하면 출동하여 적극적인 휴

식 시스템 제공으로 재난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충분한 휴식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2018년부터 회복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여름철에 맞는 교대조 운영으로 재난현장

의 효율적 소방활동 임무를 수행한다.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는 조례를 제정하여 이동식 심신회

복실을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

공무원의 휴식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2.2 심신회복 탄력성 확보의 필요성 사전연구

Resilience는 국내에서 회복력, 극복력, 복원력, 유연성, 

적응유연성, 탄력성, 회복탄력성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

용되어 왔다. ‘소방공무원 건강한 자기관리 소방관 회복탄

력성’에서 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시 정상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 

한다.

소방공무원의 회복 탄력성이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Wagnild & Young(1993)은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결과를 중재하고 적절한 적응을 높이

는 긍정적 능력이라 정의(10)하고 있으며, Garmezy(1985)는 

외부로부터 자신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려는 

힘과 능력이라 정의(11)하고 있다. 즉, 외부로부터의 비슷한 

정도의 영향이 있더라도 그 영향의 정도를 완충시키며 적

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다(12). Krizas & Grobler(2005)는 회복 탄력성을 외부로부

터의 어려움을 극복, 대처하고 부정적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힘이라 말하고 있다(13). 회복 탄력성은 개인이 가진 

능력 중 하나로 스트레스, 역경 등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한다(14).

회복 탄력성은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환경과 끊임

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14,15). 회복탄력성은 여러 요인들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

면서 나타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어느 한 가지 측면만으

로 설명하기 어렵다(16). 즉 회복 탄력성은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과 같은 개인의 여러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미

치고 받으며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중에 나타나는 과정

이고, 위협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개인이 이에 적절히 적

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동적 과정으로 보았다(17).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2014년)은 소방공무원 재해의 요

인을 불가항력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가장 치명적인 재해 

요인으로 장비의 불충분성을 꼽았으며, 소방용 보호장구의 

무게가 소방공무원의 신체 활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방창훈·이준경·권정숙(2013)은 “소방방열복 착용시 작

업강도에 따른 신체변화”에서 소방방열복 착용시 작업강

도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작업종료시(20 min)

에 작업강도가 4 METs에서 8 METs로 증가함에 따라 평균 

피부 온도차(33.3%), 고막온도차(57.1%), 심박수(32.5 %), 운

동 자각도(75.6%) 등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검토하여 소방방열복 착용시 작업강도의 증가는 신

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방용 

보호장구의 무게가 신체활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최

대 지친상태 도달시간은 소방용 보호장구의 무게와 같은 

웨이트 자켓을 입은 경우가 체육복을 착용한 경우보다 

18.8% 짧게 나타났으며, 최대산소섭취량(VO2max)은 체육

복을 착용한 경우가 웨이트 자켓을 입고 신체활동을 수행

할 때보다 17.6% 증가하였고, 최대심박수(HRmax)는 체육

복을 착용한 경우가 웨이트 자켓을 입고 신체활동을 수행

할 때보다 5.4% 높게 나타남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반복

적 소방활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험온도 WBGT 

20 ℃ (흑구온도 27.2 ℃, 건구온도 26.2 ℃, 습도 26.7%)에

서 작업강도 9 METs (6 km/h, 10%)로 실험 15 min (Ex1), 

휴식 15 min (Rest), 실험 15 min (Ex2)의 순으로 대상에게 

반바지와 소방용 보호장구를 착용한 경우의 비교실험을 수

행하여, 소방용 보호장구를 착용한 경우에서 평균피부온도차

(214.0%), 고막 온도차(175%), 심박수(20.5%), 호흡수(14.2%), 

운동 자각도(50.0%), 온냉감(12.0%)과 체중감소(6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반복적 소방활동이 신체

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하였다(18).

소방은 위험 부담이 큰 직업이며, 때로는 육체적으로 매

우 힘든 일이기도 하며, 더운 환경에서 무거운 옷과 보호 

장비를 착용하면서 때로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위치에서 소

방활동을 무거운 장비를 들고 소방활동을 한다(19). USFA 

(1992)는 일상적인 사고로 간주될 수 있는 작업량이 소방관

들이 견딜 수 있는 작업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한다(20). 

Pye(2006)는 고온, 다습, 열체와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 또는 

격렬한 신체 활동 등이 열 스트레스라고도 알려진 열 손상

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21). Hostler and 

Suyama(2007)는 소방관이 재난 및 화재 환경으로부터 오는 

열과 과도한 소방활동에서 발생하는 체온 상승에 노출된다

는 것을 제시하며, 이러한 조건과 무거운 열 보호복을 결합

하면 체온 조절이 저하되면서 체온이 상승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한다(22).

소방관의 상태가 아무리 양호하더라도, 소방관 개개인의 

피로와 탈진이 소방활동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나 

피로와 관련된 부상의 가능성을 높이는 지점이 있다(23). 비

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③ 대응3단계 :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통제단은 필요에 따

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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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높은 비율의 사건들이 소방관이 지치기 전에 끝나지만, 

많은 사건들은 그렇지 않다. Dickinson and Wieder(2004)와 

USFA(1992)는 안전한 운영 능력을 넘어선 소방관들은 피

로 때문에 소방활동을 마칠 수 없거나, 피로 때문에 고위험 

환경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이 높다고 주장한다
(22.23). 1998년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발생률은 민간소

방관의 업무상 재해 발생률(24)의 4배가 넘었다. 이러한 부

상 중에는 탈진, 현기증, 실신 또는 어지러움, 탈수, 메스꺼

움, 심장질환 등이 있다(25).

소방관이 받는 열 스트레스는 모두 본질적인 것으로, 화

재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열, 불꽃, 환경 등에 의하여 발생

하는 열과 같이 개인이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2). 열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주변 

온도, 습도, 공기의 대류 및 태양 등에서 발생하는 복사 열

의 양이다(26). 환경 조건은 열 스트레스의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방활동 중 열 스트레스가 증가한다(22,26). 

Hostler and Suyama는 기온 상승과 습도 상승에 따라 열부

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22).

땀 증발은 더운 날씨에 활발한 활동을 하는 동안 열 손

실의 일차적인 방법으로 수분 손실은 많을 수 있다(27). 

Sawka(2007)에 따르면, 체중, 유전적 성향, 열 적응 상태, 

대사 효율과 같은 개별적인 특성은 특정 활동의 땀 손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결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개

인들의 수분 손실 범위가 넓다. 적절히 보충하지 않으면 탈

수 및 전해액 불균형이 발생하여 개인의 신체적 성능과 건

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27).

소방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알 수 있

듯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동일한 스트

레스에도 개인에 따라 반응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를 만드는 원인으로 회복 탄력성이 주

목받고 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끔찍한 장면을 경험하거

나 목격한 소방공무원에게 심신회복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회복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3 지속적인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회복실의 역할

소방공무원에게 있어 체력은 안전하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써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에 필요한 개인기술의 습

득과 수행이 가능하고, 이러한 소방공무원들이 팀을 구성

하여 작전 절차에 따라 임무를 지속할 수 있을 때에 비로

소 완벽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구조, 구급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특

수한 직무환경에서 크고 작은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얻거

나 자칫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극한 상황을 마주하며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20 kg이 넘는 개인안전장비

를 착용하고 소방호스나 파괴·절단 장비 등 무거운 중량의 

장비를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의식 잃은 요구조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응급처치를 한 환자를 

구급차로 이동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구급차 내에서 병원 

이송 전까지 수십 분에 걸쳐 심폐소생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맞아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

기 위해서는 일반인보다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

성 등의 영역에서 고도의 체력 수준을 요한다는 사실은 당

연하다.

소방공무원의 체력수준은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 

업무 수행이 많은 연관성을 가지며, 맡은 임무를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체력이 요

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고 업

무수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인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등 고른 발달은 물론, 업무 영

역별로 요구되는 체력을 꾸준히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육체적 증진 외에도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현장

에서 소방공무원의 활동은 정신적으로 극한 상태까지 능력

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 활동 중 효과적인 활

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나타날 경우 이를 극복하면서 임무

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체력 이상의 인내력과 정신력까

지도 필요하게 된다. 소방공무원의 체력은 다양한 현장 업

무 수행의 기초이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28).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유지 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난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력유지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회복실 

운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4 국내외 현장 회복실 운영사례

해외의 경우 소방관을 포함한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건

강보호를 위하여 보다 포괄적인 안전과 건강에 관한 기준

을 법률로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소방행정 정

책도 소방관의 안전 및 복지정책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이

에 관한 정책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소방관의 안전관리 및 건강보호를 위

하여 포괄적인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제정하

여 강력히 시행하고 있으며, 소방정책도 소방관의 안전 및 

복지정책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의 비

중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직업안전 

및 후생에 관한 법률’은 화재방호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

을 마련하여 이의 시행을 강제하고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소방청

(USFA)은 소방관의 안전과 후생에 관한 연구 및 정책개발

을 통해 일선 소방관의 안정과 후생복지 향상에 크게 공헌

하고 있다.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사고가 자

주 발생된다. 화재 출동 시 현장지휘소에서 현장 상황을 정

확히 판단한 후 대응조직을 편성하여 화재진압에 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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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현실에서 불안전한 현장 상황의 발생은 소방관의 순

직 또는 공상자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화재진압시 현장출동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현장지휘체계의 미비 및 현장상황에 맞는 대응 지휘체계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현장활동 안전장비의 부

족과 활용미비로 인한 재난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등 소방관

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은 소방관에게 스트레스와 

과로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현장활동의 장애요인으로 도

로 혼잡과 주차위반, 화재현장에서의 화염, 열기, 연기 등 

현장 활동장애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이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하

는 극심한 체력소모에 대비하여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료의 안전과 요구호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각종 현장활동의 화재진압과 구조업무는 소방관

에게 단기간의 극심한 체력소모와 신체적 부담으로 다가오

며, 소방출동의 불규칙성,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불균형 등은 소방현장에서의 체력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

지 못하게 한다. 이에 소방관은 현장활동 과정에서 생긴 육

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현장에서 혹은 긴급하게 처리할 필

요가 있다. 즉, 대규모 재난 및 구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방

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치료와 치유가 동시에 이

루어져야 향후 치료와 치유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2.4.1 해외

미국에서는 화재진압 시에 외부로 교대된 소방관의 신

체상태 확인 및 회복서비스를 제공하여 열 피로 및 소진으

로 인한 심장마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현장회복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회복지원 팀은 대형재난시에 소방대원

의 휴식공간(이동식 트레일러)과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3년도에 재해현장 참사스트레스 지원을 

위한 ｢긴급멘탈서포터팀｣을 창설 운영하고 있다. 재해현장

에서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거나 공포를 수반하는 체험을 

하면 정신적 쇼크와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신체, 

정신, 행동에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소

방대원이 참사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재해가 발생

한 경우, 현지 소방본부의 요청에 따라 정신과 의사 등 전

문가를 파견하고 필요한 상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4.2 국내

우리나라의 재난현장 회복실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에서 이동식 회복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아직 회

복실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5년 3월 1일부터 회복실 차

량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요원은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 

소속으로 운영인원은 회복실 운영 4명, 운전 1명, 의사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운영차량은 45인승 버스를 

개조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난대응 2단계 이상 발령 또는 

장시간 대응이 필요한 재난현장, 기타 현장대원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현장에 출동한다. 

경기고 소방본부는 2018년 7월부터 회복실 차량을 운영

하고 있다. 추진방향은 재난초기 신속한 상황파악, 소방활

동 장기화 대비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여름철 “재

난현장 회복분대” 운영으로 현장 활동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여름철에 맞는 교대조 운영으로 재난현장

의 효율적 소방활동 임무를 수행한다. 경기도 소방본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회복분대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본부는 소방서 자체적으로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회복

실을 운영하고 있다. 소방서 소방행정과의 보건안전팀에서 

회복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난대응 2단계 이

상 장기화가 예상될 때 버스를 재난현장에 출동시킨다. 버

스 내 에어콘 가동으로 내부 냉방상태 유지로 시원한 공간

을 마련하여 폭염대비 물품 사전 준비 및 현장지원 요청시 

버스 내 즉시 적재 후 출동한다. 재난대응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인근 소방서 버스 등 폭염대비 물품 

등을 지원요청하고 버스 도착 전에는 지휘차, 소방차량에 

비치된 폭염대비 물품(얼음물, 음료 등) 사용한다.

최근 3년간 대응 2단계 재난대응이 2013년은 6건으로 동

원인원은 903명, 평균 재난대응 시간은 4.8 h이다. 2014년

은 6건으로 동원인원은 1,567명, 평균 재난대응 시간은 6.8 

h이다. 2015년은 3건으로 동원인원은 445명, 평균 재난대응 

시간은 5.6 h이다. 최대 동원인원은 391명이다. 이처럼 많

은 소방인력이 장시간 재난대응 수행과정에 신체적 탈진과 

심리적 위축 등으로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순직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 

회복실 운영기준으로는 재난대응 2단계, 긴급구조통제

단 가동, 장시간 대응이 필요한 재난현장, 재난현장 지휘관

의 요청에 의해 회복실은 운영되고 있다. 회복실에 비치된 

물품은 전해질 음료, 냉동(장) 생수, 얼린 수건, 정제 소금, 

아이스 팩, 얼음 등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복실 운영 프로

그램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소방본부에는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동기준, 설치위치, 운영, 철수 등 구체

적인 재난현장 회복실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에 의해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3. AHP분석의 실행 및 결과

3.1 AHP분석의 설계 및 실행 

본 연구에서 재난현장 회복실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분류하여 AHP분

석을 실행하였다. 1970년대 초반 T.Saaty가 1970년대에 제

안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간의 

쌍대비교를 이용한 판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의사결정방법론이다(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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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AHP를 활용한 전문가 조사결과 분석은 회복

실 운영을 위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을 위해 전

문가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의 

설문조사 표본은 복수의 학계 교수 및 연구원이 선정되었

다. 자료수집은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메일

을 통해 발송 및 회수하였다.

3.2 AHP분석의 결과 

3.2.1 일관성 분석 

AHP기법의 신뢰성 분석은 각 평가 요소 간의 상대적 중

요도를 평가하는 경우 대상자 개개인의 판단상 오차 정도

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관성 비율(CR)을 계산함으로써 가능

하다(31).

일반적으로 CR은 그 값이 작을수록 판단의 일관성이 크

다고 볼 수 있으며 CR이 10%(0.1)보다 작을 경우 응답자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원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며
(32), 이러한 일관성에 대한 편차는 일관성 지수(CI)로 나타

낸다(31). 설문지의 CR값이 0.1이상인 경우에는 Saaty(1982)

가 설문을 재조사하도록 권장(32)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설문에서 CR값이 0.1이상인 경우가 없으므로, 회수된 

설문지 모두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해 (주)갈렙에이비씨의 소프트웨어인 B-BOX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내용은 회복실 운영의 우선순위 측정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표의 영역을 제2계층 측정영역의 

요인 5개, 제3계층의 측정요인을 15개로 선정하였다. 설문

내용의 구성은 각 문항별로 상호비교하는 이원비교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범위는 1-9까지의 수와 이의 역수들

로 상대적 중요도 측정이 이루어졌다. 

3.2.2 상위 항목 중요도 분석 

소방에 대한 전문가 대상 회복실 운영 우선순위의 측정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측정한 결과 아래 

Table 1과 같이 운영 인력적 요인(0.2114), 접근성 및 편의

성 요인(0.2080)이 높고, 다음으로 관리적 요인(0.2073), 설

비적 요인(비품)(0.1972), 설비적 요인(장비)(0.1761)으로 중

요도가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회복실 운영을 위해서 운영 인력의 충원 및 

전문성,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회복실을 운영하는 것과 소

방현장에서 현장 소방공무원 회복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는 회복실의 현장 접근 및 편의성이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3 하위 항목 중요도 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회복실 운영을 위한 측정요소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관리적 요인에서는 관리 체계(0.4502), 적성에 따

른 배치(0.3937), 매뉴얼(0.1561)의 순서대로 상대적 중요도

가 조사되었다. 운영 인력적 요인에서는 교육강화(0.4086), 

운영요원 충원(0.4023), 전문성(0.1891)의 순서대로 상대적 

중요도가 조사되었다. 회복실 운영을 위한 설비(비품)적 요

인에서는 의료품(0.4049), 음료(0.3930), 음식(0.2021)의 순서

대로 상대적 중요도가 조사되었다. 또한, 회복실 운영을 위

한 설비(장비)적 요인에서는 회복장비(0.3697), 쿨링장비

(0.3444), 활력징후 체크 장비(0.2859)의 순서대로 상대적 

Main Category Importance Middle Category Importance
Integrated 

Importance
Priority

Controllable factor 0.2073

Management system 0.4502 0.0933 1

Manual 0.1561 0.0324 15

Arrangement according to aptitude 0.3937 0.0816 5

Operational ,anpower 

factor
0.2114

Expertise 0.1891 0.0400 13

Appointment of Operations Personnel 0.4023 0.0850 3

Consolidation of education 0.4086 0.0864 2

Facility factor 

(equipment)
0.1972

Drink 0.3930 0.0775 7

Food 0.2021 0.0399 14

Medical supplies 0.4049 0.0798 6

Facility factor 

(facilities)
0.1761

Vital sign check equipment 0.2859 0.0504 12

Cooling equipment 0.3444 0.0606 10

Recovery equipment 0.3697 0.0651 9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factor
0.2080

Bus form 0.3157 0.0657 8

Trailer form 0.4083 0.0849 4

Outdoor Simplified Facility Form 0.2760 0.0574 11

Table 1. Result of AHP Analysis on Importance and Priority of Rehabilitation Roo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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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가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재난현장에서의 접근성 

및 편의성 요인에서는 트레일러 형태(0.4083), 버스형태

(0.3157), 야외 간이시설(0.2760)의 순서대로 상대적 중요도

가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전체 측정요소 

중요순위를 살펴보면, 관리체계(0.0933)가 가장 중요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육강화(0.0864), 윤영

요원 충원(0.0850), 트레일런 형태(0.0849), 적성에 따른 배

치(0.0816)의 순으로 중요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현장 회복실의 운영모델 

3.3.1 재난현장 회복실 운영 조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경우 현장대응단의 현장지휘팀 

소속으로 3명이 회복실을 전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소방서의 보건안전팀에서 자체적으로 회복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는 재난현장 이동

식 심신회복실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재난현장 

회복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회복실은 다른 업무와의 독

립성을 유지하고, 24 h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사

례를 적용하여 현장대응단 소속의 회복지원팀을 신설하여 

회복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3.3.2 재난현장 회복실 인적 기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현장대응단 소속의 현장지휘팀의 

소속에 총 3명이 3교대로 1명이 이동식 회복차량을 운영하

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의 보건

안전팀에서 자체적으로 회복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의 소

방본부에서는 회복실 운영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적 자원의 확보 문제로 보여진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전문가 인터뷰의 결과에서도 나

타났듯이 최소한 3명이 1팀으로 회복실을 운영하여야 한

다. 회복실 운영요원은 1종대형 면허를 소지한 운전원 1명, 

1급 응급구조사 1명, 물품구매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회복실 운영요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전문요원 확보에 

대한 평균이 4.05로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운

영요원에 대해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평균이 4.15로 

역시 매우 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 인터뷰에서 나타났

듯이 응급구조사, 공중보건의 물리치료사 등의 배치를 고

려해야 한다.

회복실 운영요원의 임무는 ① 회복실 차량의 유지관리

와 회복실운영 등, ② 재난현장 소방공무원에 대한 활력징

후 체크(체온, 심박수, 호흡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

와 의료기관 이송 결정 등, ③ 물품구매와 회복실 물품과 

비품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Table 2 참조.). 대형재난

이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중보건의도 재난현

장에 출동해야 하고, 지원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인원과 예

산이 확보된다면 물리치료사도 특별채용하여 배치하는 방

안도 고려해야 한다.

3.3.3 재난현장 회복실 출동기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재난대응 2단계 이상 발령

되거나 장시간 재난대응이 필요한 경우, 재난현장에서 소

방공무원이 장시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복

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소방본부의 경우 재난대응이 장기화가 예상될때

에 회복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장시간 재난대

응이 필요한 경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해 회복실을 

운영하고 있다. 

출동기준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재난현장 지휘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의 평균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는 재난대응 2단계 이상 운영의 평균이 3.34, 

재난대응 3단계 이상 운영의 평균이 3.23으로 나타났으며, 

재난대응 1단계 이상 운영의 평균이 3.22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복실 운영기준은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인

터뷰를 반영하고, 서울시소방본부의 출동기준에 근거하여 

재난대응 2단계 이상이 발령되면 무조건 출동하고, 현장지

휘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복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3.3.4 재난현장 회복차량 도착시간 기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소방본부, 미국, NFPA 

등에는 특별한 재난현장 도착 기준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30 min 이내 평

균이 3.26, 1 h 이내 도착 평균이 3.36, 2 h 이내 도착 평균

이 2.91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30 min 이내 도착 평균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도의 경우는 3 h 이내 도착의 평균이 3.43으로 가장 높았

다. 그리고 충청지역의 경우 3 h 이내 도착의 평균이 3.48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접근성이 좋아 30 min 

이내에 도착해야 하고, 기타지역의 경우 2 h 이내에 도착해

야 할 것이다.

3.3.5 재난현장 회복실 차량 기준

미국은 트럭형와 트레일러 형태,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

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는 45인승 버스를 개조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버스 형태의 평

균이 3.69, 트럭 형태의 평균이 2.40, 트레일러 형태의 평균

이 2.94,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의 평균이 3.30으로 조사되

었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한 결과 회복차량은 재난현장에 

최대한 근접해서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식 컨테이

너는 비좁은 주차공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

지 않고 버스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현장으로 진입해야 하지만 이동식 컨테이너는 진

입이 곤란하여 버스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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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회복실 차량 재난현장의 접근성과 주차의 편의성을 고

려하면 버스 형태가 한국형 회복실 차량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에 부속된 야외 회복실(간이형태)에 대한 평

균이 3.42로 나타났다. 전문가 심층인터뷰에 테이블 의자. 

침상 등 야외 회복실 운영을 위한 물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3.6 재난현장 회복실 차량 쿨링물품 기준

회복차량에 비치해야 할 쿨링물품은 화재현장 등 재난

현장과 여름철 폭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열 스트레스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쿨링물품이 비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냉동

(장) 생수의 평균이 4.48, 얼린수건의 평균이 4.16, 아이스 

팩의 평균이 4.23, 아이스 박스의 평균이 4.35, 아이스 조끼

의 평균이 4.00, 쿨링선풍기의 평균이 4.32로 나타났다. 소

방공무원은 재난현장 회복실에 필요한 쿨링물품에 대해 매

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현장 회복실에 

필요한 쿨링물품을 충분하게 준비해두어야 한다.

3.3.7 재난현장 회복실 차량 비품 기준

회복차량에 비치해야 할 비품은 탈진한 소방공무원의 

휴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탈

진과 탈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온음료, 에너지 음료, 식

염 포도당 등이 비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식염 포도당 비치의 

평균이 4.15, 이산화탄소 제거설비 비치의 평균이 3.94, 제

빙기 비치의 평균이 3.95, 이온음료(스포츠음료) 비치의 평

균이 4.49, 에너지 음료 비치의 평균이 4.36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은 재난현장 회복실에 필요한 비품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현장 회복실에 필

요한 비품을 충분하게 준비해두어야 한다.

3.3.8 재난현장 소방공무원 회복실 휴식기준

NFPA 1584에 따르면 회복을 처음 시작한 소방관은 가능

한 경우 최소 10 min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30 min 또

는 45 min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2회 작업을 하거나 60 

min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작업을 한 후 최소한 20 min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공기호흡기 없이 40 min 

격렬한 작업을 한 후에도 최소한 20 min 동안 휴식을 취해

야 한다. 재난현장 작업 또는 환경 조건에 따라 시간을 조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구급대원, 회복실 운영요원이 의료, 

심리적, 정서적 고통의 증상을 발견한 경우 안전하게 휴식

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9 재난현장 회복실 운영 흐름도

회복실 운영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회복실에 입실을 하면 입실관련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개인안전장비를 벗는다. 그리고 1차 평가

로 심리상태, 피부상태, 걷는 모양 등을 평가한다. 활력징

후의 평가로 맥박, 혈압, 호흡, 체온, 일산화탄소, 헤모글로

빈, 산소포화도를 측정한다. 물 1 컵(8 oz)을 섭취한다.

둘째, 회복기능으로 어려운 경우 피로영역으로 옮겨 응

급처치 수행을 위한 이동을 하며, 적극적으로 냉각/보온을 

수행한다. 그리고 물 2∼4 컵(12∼32 oz)을 섭취한다. 20 

min 간 휴식 후 의료적인 재평가를 실시한다.

셋째, 회복영역에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20 

min 간 휴식을 취하고, 냉각/보온을 수행하며, 환경 민감도

를 체크 한다. 냉수/온수의 수분을 섭취하고, 회복 2단계로

서 스포츠음료 섭취를 고려한다. 그리고 의료적인 재평가

를 실시한다.

넷째, 응급의료가 가능할 경우 응급치료 영역으로 배치

한다. 활력징후의 평가를 위한 이동을 하고, 물/스포츠음료

를 섭취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냉각/보온을 수행한다. 10 

min 후 의료적인 재평가를 실시한다.

다섯째, 재평가 결과 회복이 되었으면 회복실에서 퇴실

을 하고, 회복되지 않았다면 마지막 회복 단계로 2 회 회복

을 실시한다. 이후 회복이 안되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병원

으로 이송한다.

여섯째, 의료평가 후 회복이 어렵거나 응급치료로 회복

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후 지속적인 

활력징후를 평가한다.

3.3.10 회복실 시범사업을 위한 소요예산 및 표준(안)

서울시 소방본부의 경우 45인승 버스를 개조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경기도소방본부는 소방서 자체적으로 버스를 

활용하여 회복실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회복실을 전국적

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과 설비, 비품 등이 제

시되어야 한다. 

내장하는 구성 물품으로는 운전석 통풍 및 온열 시트, 

테이블 식탁, 42”대형UHD TV, 심신회복실 설치(편백나무 

구획) : 산소발생기, 공기청정기, 열선배드 제작, 싱크대, 음

식물쓰레기통, 전기포트(물 끓임 장치), 전자렌지, 냉장고, 

제빙기, 멀티 스마트폰 충전대, 구급함, 휴지(물티슈)디스

펜서, 비상용 200 L 물탱크(히팅 기능 추가) 등이다.

 외부의 구성물품으로는 외부전원공급장치(전원공급 및 

배터리충전), 차양막(자동식), 고성능발전기, 청소용 에어건 

및 대원 오염물질 제거장치, 경광등 내부에 설치, 이동식 

천막 및 테이블 2개, 의자 10개, 식판수저 30 Set 등이다.

4.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소방공무

원 회복실 설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여 소방공무원의 안

전과 회복탄력을 위한 회복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자 한다. 또한, 소방공무원 회복실 설치를 통하여 소방공무

원의 심신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



재난현장 소방공무원의 회복실 운영모델 개발

Fire Sci. Eng., Vol. 34, No. 4, 2020

123

하여 회복실에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연구와 NFPA 1584를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시 소방본부와 경기도 소방본부의 

회복실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운영 요소를 추출하였다. 다

음으로 회복실 운영을 위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

정을 위해 학계 교수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실 운영 우선순위의 측정영역별 상대적 중요

도와 우선순위를 측정한 결과 운영 인력적 요인, 접근성 및 

필요성 요인이 높고, 다음으로 관리적 요인, 설비적 요인

(비품), 설비적 요인(장비)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다.

둘째, 관리적 요인에서는 관리 체계, 적성에 따른 배치, 

매뉴얼의 순서대로 상대적 중요도가 조사되었으며, 운영 

인력적 요인에서는 교육강화, 운영요원 충원, 전문성의 순

서대로 상대적 중요도가 조사되었다.

셋째, 회복실 운영을 위한 설비(비품)적 요인에서는 의료

품, 음식, 음료의 순서대로 상대적 중요도가 조사되었으며, 

회복실 운영을 위한 설비(장비)적 요인에서는 회복장비, 쿨

링장비, 활력징후 체크 장비의 순서대로 상대적 중요도가 

조사되었다. 접근성 및 편의성 요인에서는 트레일러 형태, 

버스형태, 야외 간이시설 의 순서대로 상대적 중요도가 조

사되었다.

넷째, 설문 분석결과 측정영역과 측정요소 간의 복합가

중치를 고려하여 전체의 측정요소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관리적 요인에서 관리체계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다음

으로 운영 인력적 요인에서 교육강화가 높게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재난현장 소방공무원 회복실을 이용하고 있

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회복실에 대한 실태분석과 문제

점, 개선방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소방공무원

의 회복실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효과적인 회복실 운영을 위한 이론

적 기초로 회복실의 개념과 운영효과, 회복실 운영 사례분

석 등을 살펴보았다. 이는 재난현장 회복실을 이용하는 소

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회복실 개선방안을 도출

하여 재난현장 회복실 운영모델을 제시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현장 회복실 운영 모델을 도

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며 향후 연구

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기관

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그러나 재난현장

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의 질을 높이

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

고 소방공무원과 시민 모두를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전반적인 재난현장 회복실 운영 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영역은 회복실 인식, 회복실 운영기준, 

회복실 운영요원, 회복차량 현장도착 시간, 회복차량 선호 

형태, 쿨링물품, 회복차량 비품, 회복실 운영 효과 등을 선

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이 재난현장 회복실 운영 

모델을 도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재난

현장 회복실 운영 모델을 도출하는데 다양한 요인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횡단면적

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의 변화를 반영

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점에서 반복조사 함으로써 재난현장 

회복실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넷째,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현장 소방공무원 회복실 운

영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회

복실 운영에 있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운영모델을 제시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회복실에 대한 운영모델이 

제시되어야 하고, 회복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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