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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마산지역 재래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소방안전의 기초 자

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 재래시장 종사자는 소방안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

으며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재래시장 종사자의 46.0%가 소방안

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장소로는 시장내 자치상인회를 선호하였다. 화재발생시 피난로

는 재래시장 종사자의 41.5%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관리

자의 적극적인 활동과 소방서의 지속적인 화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aim of the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of fire safety of traditional market
employee in Masan city and to provide the base data for the fire safe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traditional market employee have high interest in fire safety and recognize that the
possibility of fire is high in market. The traditional market employee of 46.0% takes fire safety edu-
cation and preferred self-government merchant association in market as education place. This study
shows that the traditional market employee of 41.5% recognize a fire escape route. In order to prevent
the fire of traditional market, the strong activity of market fire staff and the periodic fire inspection
of fire department are recommended.

Keywords : Fire safety, Traditional market employee

1. 서 론

우리나라에서 재래시장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

장 또는 인정시장으로서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로 정의한다.1,2)

재래시장은 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성장해왔으며 도

심지와 주택지에 근접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상품

의 선택과 구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영세 상인들에게

는 물품거래장소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

지만 낙후된 건물시설과 환경, 영세한 규모 및 비효율

적 운영, 무질서한 거래 행태 등으로 인하여 지금은 우

리나라 여러 유통기구 중 가장 낙후되어 경쟁력을 상

실하고 있다.3)

재래시장은 소방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

고 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화

재시 붕괴의 위험성이 크며, 의류 등의 상품들은 가연

성이 매우 높고 연소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취사난방용 전기·가스시설의 무

분별한 사용은 실화의 가능성이 높으며, 복잡한 내부

구조와 복도의 상품적재는 화재시 피난통로 확보의 어

려움과 소방차의 진입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재래시

장의 전근대적인 운영방식과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인

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보수에 큰 어려움이 있다.
† E-mail: bangch@kyu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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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의 경우 1951년 방화로 인하여 1억4

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을 시작으로 총 16건의

화재가 방화, 촛불실화, 난로과열, 전기누전 등의 원인

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2005년에는 점포 1,000개 소

실되며 18,682백만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

다.4) 이러한 도심지 재래시장 화재사고는 지역민들에

게 불안을 초래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산지역의 경우 1973년 부림시장 화재에서 점포

500여개가 소실되어 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08년 어시장에서도 점포5개가 소실되는 화재가 발생

하였으나 초기 진화되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와 같이 중소도시 재래시장의 화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피해는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

에 파급된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재래시장의 화재 위험성과 대책

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재래시장의 화재위험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4-7) 하지만 재래시장의 화재위

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주요한 화재원

인 제공자인 종사자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산지역 재래시장 종사자의

소방안전의식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안전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래시장의 화재사고

2007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화재가 47,882건이 발생

하여 2,459명(사망 424, 부상 2,035)의 인명피해와

248,417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내었다. 이는 2006년 대

비 발생건수는 50.7%가 증가되었으며, 사망자는 424명

으로 4.9%가 감소하여 1일 1.2명이 사망하였으며, 부

상자는 2,035명으로 17.4%가 증가하여 1일 5.6명이 화

재로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재산피해

로는 64.7%가 증가하여 1일 681백만원의 손실을 내었다.

최근 10년간의 시장 화재발생 통계자료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8) 연평균 5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인

명피해는 사망 1.5명, 부상 4.9명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화재원인으로는 전기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방화, 담

배, 불티 순으로 나타났다.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전

국의 재래시장 631곳 등 화재취약대상물 3,917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8)

재래시장 등 3,917개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소방·전기·건축·가스시설

등이 불량한 대상이 632개소를 차지하였고, 특히 재래

시장의 경우 631개소를 점검, 166개소가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행정명령 396건, 기관통보 142건, 과태료 5

건, 입건 1건, 현지시정 375건 이었다. 또한 분야별 지

적사항은 소방 1,257건(78.4%), 전기 208건(12.9%), 건

축 68건(4.4%), 가스 66건(4.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방 분야의 주요 지적 내용을 분석하면 스프링클러

주펌프 누수 및 헤드 미설치, 소화전 수원결빙, 자동화

재탐지설비 예비전원, 동작·도통시 및 지구경종 불량,

소화전·스프링클러의 송수구 표지판 미설치, 소화기

관리소홀, 자체점검 미실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등 방화관리 소홀 등이다.

Table 1. The Statistical Analysis of Market Fire

구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백만원)

화재원인

계 사망 부상 전기 유류 가스 난로 담배 불티 불장난 방화 기타

계 519 64 15 49 28,403 233 10 6 7 49 15 6 50 143

1996 054 04 02 02 00,907 026 02 0 0 04 03 0 04 015

1997 045 01 00 01 01,637 018 00 0 0 06 05 0 04 012

1998 058 16 04 12 01,948 027 01 0 1 04 00 1 07 017

1999 083 04 01 03 01,378 039 02 0 0 12 00 1 04 025

2000 065 05 00 05 00,826 028 01 5 3 09 00 1 04 014

2001 049 04 00 04 00,575 025 00 0 0 04 01 1 09 009

2002 040 06 00 06 00,517 014 02 0 0 05 01 1 01 016

2003 048 05 00 05 00,654 023 02 1 0 03 00 1 06 012

2004 030 03 02 01 00,318 011 00 0 2 00 02 0 03 012

2005 047 11 05 10 19,643 022 00 0 1 02 03 0 08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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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점검결과에서 재래시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많은 부분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지 않아 화

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 소화가 어렵거나 화재진압

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어진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마산지역 재래시장 어시장과 부림시장에

종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인원

은 총 200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00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차례의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내용과 형식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본 조사를 실

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각 재래시장에서 시민들

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조

사하였다.

3.2 연구방법 및 절차

소방안전의식조사의 주요 개념 및 구성 항목은 문헌

고찰과 관련 교수의 자문을 통하여 연구자에 의해 개

발되었으며, 3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조사된 연구 자료는 모두 전산 부호화하여 SPSSWin

14.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4. 결과 및 해석

4.1 재래시장 종사자의 소방안전의식

재래시장 종사자의 소방안전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로 5점 만점으로 조사 한 후 그 결과를 Table 3

에 나타내었다.

재래시장 종사자들의 소방안전의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2.93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이은

재래시장 화재의 영향과 관할 소방서와 시장 상인회의

지속적인 화재예방캠페인의 효과로 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하여

2.91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재래시장 종사자 스스로

다양한 화재발생 위험요인 즉 전기시설 임의 설치사용

및 노후전선 방치, 가스기기·밸브 등 관리부실, 가연

성물질의 혼재 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 가능성의 위험

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The Results of Safety Check for Market

구분

점검결과 지적사항(건) 조치결과(건) 현지

시정

(건)양호 불량 계 소방 건축 전기 가스 기타 계
행정

명령

기관

통보
입건 과태료

계
(3,917)

3,161 632 1,604 1,257 68 208 66 5 1,572 1,210 333 1 28 1,022

재래시장
(631)

0,462 166 0,399 0,399 23 105 14 2 0,543 0,396 142 0 05 0,375

일반시장
(478)

0,374 086 0,225 0,225 05 033 39 0 0,302 0,222 079 0 01 0,074

백화점
(99)

0,092 005 0,039 0,039 03 000 00 0 0,042 0,035 003 0 04 0,029

대형점
(446)

0,373 063 0,144 0,144 13 000 00 0 0,143 0,114 019 0 10 0,100

기타
(2,263)

1,860 312 0,450 0,450 24 018 13 3 0,542 0,443 090 0 08 0,444

Table 3. The Fire Safety Awareness Level of Traditional Market Employee

문항 결과

재래시장 종사자의 소방안전의식 2.93

재래시장에서 화재발생 가능성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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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종사자들의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조사결과

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

전영역에 대하여 조사 한 결과 소방안전(40.0%), 시설

물안전(21.0%), 식약품안전(17.0%), 치안안전(14.5%),

교통안전(7.5%)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화

재는 삶의 터전을 잃을 정도의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

에 재래시장 종사자들이 가장 중요한 안전분야로 인식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하여 있다(46.0%), 없

다(53.0%)로 조사되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

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방안전 교육장소

로는 시장내 자치상인회(67.0%), 소방서(22.5%), 민방

위 훈련(6.5%)의 순으로 답하였다. 재래시장의 특성상

종사자들은 주로 점포주, 종업원, 아르바이트생이며 점

포주들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

으나 종업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잦은 이직으로 인

하여 교육기회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재

래시장의 신입종사자에 대하여 시장내 자치상인회에서

정기적으로 기본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관계 당

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소방안전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사항에 대하

여 종사자들은 소방공무원의 순회지도(37.0%), 소방안

전안내 방송강화(28.5%), 소방안전체험(16.5%), 정기적

인 교육기회제공(14.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재래시장의 경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 소

방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은 지구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와 설비 등에 대

한 소방검사와 관계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

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 일제점검기간, 특

별화재예방활동 등 다양한 예방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4.2 재래시장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의식

재래시장 소방시설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다음의 Table 5에 나타내었다.

소화기 보유 여부에 조사한 결과 점포의 60%만 소

유하고 있었다. 이는 소방안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초기 소화의 가장 필수적인 장비가

소화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점포에서는 소화

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종사자의 인식부족과

행정당국의 지도점검 미비로 사료되며 이에 시급한 대

책이 요구된다.

화재발생시 피난로의 인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2.5%), 그렇다(39.0%), 보통이다(34.0%) 순으로 조사

되었다. 종사자들의 경우 시장내의 복잡한 재래시장의

구조에 대하여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장의 특성상 이들에 대한 피난안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차의 진입공간 확보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4.5%),

그렇다(30.5%), 보통이다(31.0%) 순으로 나타났다. 재

래시장의 경우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소방도로 확보

Table 4. The Fire Safety Education of Traditional Market Employee

문항 구분 결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분야

소방안전

교통안전

치안안전

시설물안전

식약품안전

40.0

7.5

14.5

21.0

17.0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경험

있다

없다

무응답

46.0

53.0

1.0

소방안전교육 선호장소

학교

소방서

민간단체

민방위훈련

시장내 자치 상인회

1.0

22.5

3.0

6.5

67.0

소방안전인식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

소방안전교육자료 개발보급

소방공무원 순회지도강화

소방안전체험

소방안전안내 방송강화

정기적인 교육기회제공

3.5

37.0

16.5

28.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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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훈련 종료 후 노점상

들이 즉시 도로를 점유, 점포 주인들의 물품 무단 적

재, 차량의 불법주차 등으로 화재시에는 소방차가 진

입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방화관리자의 선임에 대하여 62.5%의 종사자들이 모

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화관리자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되며

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 수립과 거주자에 대해 소방훈

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0) 또한 관계법규에 맞

게 설치된 소방, 피난, 방화설비가 언제든 제대로 작동

할 수 있게 유지하는 것도 방화관리자의 매우 중요한

임무이다. 조사 결과에서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모르

고 있는 것은 방화관리자의 활동이 매우 부족한 것으

로 사료된다.

응답자 중 화재점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59.5%, 받지 않은 경우가 39.0%로 조사되었다.

관할 소방서의 정기 점검의 경우 그 시기가 거의 일

정하게 정해져 있어 그 시기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재래시장 종사자들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단속기간, 일제점검기간 등을 홍보하여 소

방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시 점검으

로 화재안전을 위협하는 영업행위나 평소의 화재안전

및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법령위반 사항을 이용자

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종사자들의 화재안전에 관

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역시 하나의 서비스로 인식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11)

5. 개선방안

5.1 제도 및 관리적 측면

5.1.1 자율적인 화재예방 안전의식 제고

재래시장 주요 화재원인의 제공자이면서 화재발생시

최대 피해자인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는 화재예방

을 위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이들의 화재예방 안전의

식 고취를 위한 학습기회 제공, 행정기관의 지도 및 자

율순찰조직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행정기관에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1.2 화재예방감시반 운영

재래시장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 연1회 이상의

소방점검을 관할 소방서에서 실시하며 일상점검은 방

화관리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기간이

특정기간에 편중되어있고 재래시장 전체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재래시장

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에게 위반사항을 신고하게 하여

소정의 상품권 또는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고 위반점포

에게는 제재사항을 부과하며 우수점포는 홍보를 하여

Table 5. The Awareness of Fire Prevention System for Traditional Market Employee

문항 구분 결과(%)

소화기 보유

있다

없다

기타

60.0

34.5

5.5

화재시 피난로의 인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2.5

39.0

34.0

22.5

2.0

소방차의 진입공간 확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4.5

30.5

31.0

30.0

4.0

방화관리자 선임
알고 있다

모른다

37.5

62.5

화재점검유무

있다

없다

기타

59.5

39.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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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화재예방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5.1.3 방화관리자의 역할 강화

방화관리자는 재래시장 화재예방의 가장 중요한 역

할 즉, 기 설치된 소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소방점검,

안전교육, 위반사항 단속, 소방통로 확보 등 재래시장

에 상주하면서 화재예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5.2 기술 및 환경적 측면

5.2.1 소방시설의 보강 및 유지관리 강화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건축당시의 소방법에 적용을

받아서 소방시설이 미비된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법규

를 개정하여 소방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

래시장의 화재하중,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화재감시

카메라,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제연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5.2.2 소방통로 확보

화재 발생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하여 좌판을 이동식으로 교체하고 소화전 등

절대 확보구역의 경우 황색실선으로 표기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주정차 및

장애물을 단속하여야 한다.

5.2.3 방화구획의 보완

재래시장의 복잡한 구조를 인접구역 화재확대 방지

를 위한 방화구획으로 새로 나누어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

6. 결 론

본 연구는 마산지역에 재래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인식 조사를 함으로써 소방안전의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래시장 종사자는 소방안전에 대해 높은 관

심을 가지고 있으며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일어날 가능

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재래시장 종사자의 46.0%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장소로는 67.0%가 시

장내 자치상인회를 선호하였다. 즉 화재예방을 위한 기

본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방화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재래시장 내에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한다.

셋째, 화재발생시 피난로와 소방차의 진입공간인 소

방통로에 대하여 재래시장 종사자의 41.5%, 35%가 인

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

는 소방통로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재래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관리자의

상시점검, 소방통로 확보와 소방서의 정기점검, 위반사

항 단속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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