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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월26일

(문물방화

)

∘세계최 의 형 목재건물인 법륭사 화재를 교

훈으로 삼고자 제정

서기601-607년에 건

립된 사찰

미국
10월9일

(소방의 날)

∘시카고 화재(1971. 10. 8~10. 9)를 계기로 시가지

를 다시 건설하고 건축자재도 목조에서 철골구조로 

체되었으며 새로운 고층 건축물들이 들어섬

시카고 화재는 9

㎢ 소실과 18,000호

의 가옥, 300만 명의 

소방기념일 재조정을 한 고찰

우성천

강원 학교

  기념일이란 축하하거나 기릴만한 일이 있을 때 해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날로써 

정부가  ‘각종 기념일등에 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 주 하는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날

을 말한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1월 9일 제50주년 소방의 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11월 9일이 과연 소방

의 날로서 유의미한 기념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방의 날을 진정 기념일다

운 기념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소방공무원과 소방 계자들의 지와 보람을 되찾을 

수 있는 소방기념일로 재조정하고자 제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기념일 재조정을 한 의미있는 날들을 살펴보고 소방기념일에 부합되는 

기념일을 제시하여 향후 소방 계자들이 기념일로서 타당한 날을 소방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도

록 제언하는데 그 목 이 있다.

1. 소방의날(기념일)의 유래

 ∘1948년 정부수립이후 불조심강조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을 소방의 날(기념일)로 설정하여 

지역단 의 기념행사를 펼침

 ∘1963년 내무부가 주 하여 지역단 행사를 국 인 규모로 소방의날(기념일) 행사를 거행함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긴 화번호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

여 소방의 기념일로 정하 다.

2. 우리나라 기 별 기념일

 ∘법정기념일(국가기념일)

  법정기념일이란 1973년 3월 30일에 시행된 ‘각종기념일등에 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제정, 주

하는 기념일로서 국가기념일이라고도 한다. 재 법정기념일은 국군의 날, 경찰의 날 등 45개

이고 소방의 날, 입양의 날, 임산부의 날 등 10개는 개별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즉 소방의 날

은 개별법에 의한 기념일이다.

 

 3.  세계 각국의 소방의 날 제정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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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를 계기로 화재 방에 한 심이 고조되

어 소방의날 제정의 계기가 됨

사상자, 10만 명의 

이재민 발생

로마
8월22일

(발칸 )

∘64년 로마 화재(6일간 연소)

∘80년 2차 로마 화재(3일간 연소)

∘390년 화재로 로마 기의 건축물과 문서, 문화

유산, 서  등 소실로 인해 발칸 (소방의 날)을 제

정함

고 로마시에서는 

모든 재난을 발칸이 

주재한다는 의미와 

화재를 피하기 해 

발칸이라는 화신을 

둠

유럽각국

(폴란드, 

독일 국, 

이탈리아, 

스 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5월 4일

(소방기념

일)

∘1184년 5월 4일 로리안이 기독교 의 죄명으

로 강물에 수장됨

∘그 후 유해를 크라코  교회로 옮겨 신성시 함

∘1528년 4월 24일 형화재가 발생하여 소 되다

시피 했으나 그 교회만 피해없이 보존됨

∘그가 처형되었던 날을 소방기념일로 제정 

로리안은 화재와 

련된 사람들에게 

숭배의 상이 됨

4. 소방기념일(소방의 날) 재조정의 필요성과 조정

  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의 날은 유의미한 기념일도 아니며 기념일로서의 제정의미도 빈약하

므로 소방이라는 용어가 우리역사상 처음 사용된 5월 3일, 화도감이라는 소방 아가 처음으로 

제정(설치)된 2월 26일, 우리나라 최 로 소방방재청이 출범한 날인 6월 1일, 우리나라의 소방법

이 처음 제정된 3월 11일  소방기념일(소방의날)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소방 계자들

이 지와 자부심, 자존감 등을 느낄 수 있는 기념일이 되도록 아래 표와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

구분 변천과정 조정(안) 비고

소방의

날

12. 1

↓

11.1/ 11.2

↓

11. 9

1안
5월 3일(1895.5.3 소방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날)

“수화(水火), 소방(消防)은 

난파선 및 출화, 홍수 등에 

관계하는 구호에 관한사

항” 이라는 경무청 처무세

칙 중에서 소방이라는 용

어가 역사적으로 처음 등

장(이전에는 ‘금화 또는 소

재’로 사용)

2안
2월 26일(1426년 화도감 즉 소방 아가 

처음 만들어진 날)

3안
6월 1일(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소방방재청

이 출범한  날)

4안
3월 11일(1958년 3월 11일 소방법이 처음 

제정된 날)

(사)한국화재소방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