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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종사자의 소방안전 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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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many geriatric hospitals have been built in Korea because younger people don’t want to 

care their parents and have been decreasing for labor. However, the increasing geriatric hospitals make 

the increasing fire safety accidents. Therefore, this study is conducted by survey and face-to-face talk 

for analyzing fire safety problem of twelve among 15 geriatric hospitals in the north of Chung-Buk 

are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infection and fall accident are higher than others and fire safety 

implement rate of safety rule followed by CEO is 71%. Monthly safety training rate is 49% and initial 

fire safety training not conducted is 33%. Yearly outside fire safety training rate is 97% but workers 

who know how to use fire evacuation facility are 61%. Furthermore, safety instruction rate of fire 

safety manager is much higher than supervisor’s safety instruction. The cause of accident is facility 

(33%). In conclusion, the institution and rule improvement need for decreasing infection and falling, 

increasing implement level of fire safety rule and fire safety training, participation rate of supervisor for 

fire safety, quality of fire safety training, and investment of fire safety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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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Table 1과 같이 전

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7%이상으

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14%이상 일 때를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고령사

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0년도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초고속 고령사

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고령화가 급속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낮은 출산율도 중요한 이

유 중 하나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감소와 부양 기

피로 노인문제는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으로 생겨나는 것

이 요양병원이다. 하지만 급속도록 요양병원 사업이 

성장하면서 제반 안전사항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

아 사회적으로 안전의 사각지대로 놓이게 되었다. 최

근에 이러한 안전의 대표적인 사각지대에 사고사례가 

2014년 5월 28일에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에 있는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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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tio and trend of population aging in 

the major countries.

Country

Arrived year
Lead time 

of growth

Aging

(7%)

Old 

age

(14%)

Supper 

aging

(20%)

7%→

14%

14%

→

20%

Korea 2000 2018 2026 18 8

Japan 1970 1994 2006 24 12

France 1864 1979 2018 115 39

Italy 1927 1988 2006 61 18

USA 1942 2015 2036 73 21

Sweden 1887 1972 2014 85 42

하였다. 요양병원의 환자의 경우 대부분이 거동이 불

편하기 때문에 화재 등의 재난상황이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힘들다. 그러므로 비상상황 발생 시 요양병원

에 근무하는 관계자(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명구조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요양병원 종사자의 소방안전 의식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응답의 성실성과 응답기간의 단축을 위하

여 2015년 10월 1일 - 12월 30일 동안 충청북도 

북부지역 15여개의 요양병원 중 12개의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의 취지에 관한 설명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서 작성 후 회수하였다. 대부분의 

충북 북부지역에 요양병원은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

고 그리고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의 평균 

근무인원은 3-6명(원장, 의사, 임원 제외) 정도로 하

고 있다. 그래서 설문지는 각 요양병원 당 3부씩 배부

를 하였다. 또한 설문지 작성에 의한 조사와 면담도 

병행하였으며, 면담내용은“건의 및 개선의 의견”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Figure 1]은 요양병원 병실사

진이며,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 환자가 없는 공실을 

촬영하였다. 조사대상은 간호사, 조무사, 요양보호사, 

사무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Figure 1] Picture of geriatric hospital's room

2.2 조사 문항

  본 연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속연수를 묻는 5문항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소

방안전의 기초자료에 대한 설문내용에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하여 직장의 안전사고와 재

해발생, 소방안전관리규정, 소방안전규정준수, 신규 채

용자와 정기 소방안전교육실시, 소방훈련(실외)의 실시 

유무 등 6문항으로 구성하고 또한 소방안전의 관심도를 

조사하기 위해 소방안전의 업무 우선순위정도, 소방안

전규정의 인지정도, 경영진의 소방안전 관심정도, 직장 

내 소방안전의 업무지시절차, 비상계획행동요령의 인지, 

고객(환자)의 비상행동절차 인지, 작업 중 소방안전규

정의 준수, 소방안전의 활동의 관심정도, 화재 대피시설

의 사용정도, 소방안전시설의 종류 인지정도, 소방안전

활동이 업무에 기여정도, 소방안전교육의 만족정도, 화

재사고의 주요책임(원인) 등 13문항으로 구성하고 마

지막으로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건의 및 개선

방안 의견이 1문항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Figure 2] The percentage of each question in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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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3.1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에 대한 조사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책, 근속연수에 

대한 조사는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의 성별은 여

성이 79%, 남성이 21%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가 

36%, 30대가 32%, 40대가 32%, 50대가 3%이고 

60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학교졸업자는 

없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19%, 전문대졸이 22%, 

대학교졸업이 53%, 대학원 졸업자가 6%분포로 나타

났다. 회사에서 직급은 사원이 69%, 주임이 11%, 과

장은 14%, 차장 또는 그 이상은 6%이고 대리의 직급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근속연수)은 1년 미만

이 36%, 1 - 3년이 19%, 4 - 5년이 19%, 6 - 9

년이 11%, 10년 또는 그 이상이 14%로 나타났다.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 N %

Gender Female
Male

29
7

80
20

Age(year) 

20-29
30-39
40-49
50-59

>60

11
15
9
1
0

30
42
25
3
0

Scholarship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0
7
8
19
2

0
19
22
53
6

Responsib
-ilities of 

work

Staff
Chief

Assistant manger
Manger

>Assistant 
director

25
4
0
5
2

69
11
0
14
6

Career
(year)

<1 
1-3 
4-5 
6-9 
>10 

13
7
7
4
5

36
19
19
11
14

Total 180 100

3.2 소방안전의 일반사항에 대한 조사

  요양병원의 안전사고, 소방안전규정, 소방안전교육훈

련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Table 3과 

같이 조사하였다. 대상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유형은 협착사고가 8%, 넘어짐 사고가 

22%, 감염사고가 45%, 베임/찔림 사고가 3%, 기타

사고가 22%로 나타났고 낙하물에 의한 사고유형은 

없었다. 따라서 병원의 경우 감염사고가 가장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에 소방안전관리규정이 있는가

에 대한 질문에 있다가 94%, 없다가 3%, 기타가 3%

로 나타났다. 회사는 소방안전규정을 준수하는가에 대

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25%, 그렇다가 50%, 보통

이다가 25%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basic data of fire safety

Variable N %

What type of 
accident in 

the 
workplace

Strangulation
Fall

Infect
Falling object

Cut/prick
Other

3
8
16
0
1
8

8
22
45
0
3
22

Written fire 
safety 

regulation in 
the 

workplace 

Have
Don`t have

Other

34
1
1

94
3
3

Your 
company(CEO
) follows the  
fire safety 
regulation

Fully yes
Yes

 Normal
No

Never

9
18
9
0
0

25
50
25
0
0

Your 
company 
conducts 

(How often) 
the regular 

safety 
training

Never
Monthly

Every two months
Quarterly
Half year

Every year

0
18
2
9
2
5

0
49
6
25
6
14

Your 
company 

conducts the 
initial fire 

safety 
training when 

hiring

Yes
No

Other

22
12
2

61
33
6

Number 
(How often) 

of the 
outside fire 
drill in the 
workplace

Never
Quarterly
Half year

Every year
Other

0
14
9
12
1

0
39
25
33
3

Total 216 100

  회사는 정기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에는 매월 한다가 49%, 격월로 한다가 6%, 분기별로 

한다가 25%, 반기별로 한다가 6%, 매년 1회 한다가 

14%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3개월마다  6시간이상 교

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매월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신규

채용자소방안전교육의 시행에 대한 질문에는 시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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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Your customers 
know the fire 
safety manual

(Action plan) for 
emergency  

Fully yes
Yes

 Normal
No

Never

7
20
9
0
0

19
56
25
0
0

You follow the 
fire safety 

regulation during 
the work

Fully yes
Yes

 Normal
No

Never

8
25
3
0
0

22
69
9
0
0

You know the 
fire safety 

activity in your 
workplace 

Fully yes
Yes

 Normal
No

Never

8
25
3
0
0

22
69
9
0
0

You know how to 
use fire 

evacuation 
facilities 

Fully yes
Yes

 Normal
No

Never

5
17
12
2
0

14
47
33
6
0

You know what 
kind of fire 

safety facilities

Fully yes
Yes

 Normal
No

Never

9
21
6
0
0

25
58
17
0
0

You think what 
the main cause of 

fire is

Unsafe behavior
Unsafe condition

Managing problem
Fire rule problem

Other

30
6
0
0
0

83
17
0
0
0

You think the fire 
safety activity is 
helpful for your 

work

Fully yes
Yes

 Normal
No

Never

13
19
4
0
0

36
53
11
0
0

How much fire 
safety training 
satisfaction do 

you have

Fully satisfied
satisfied
Normal

unsatisfied
Fully unsatisfied

7
20
8
1
0

19
56
22
3
0

You think who 
gets the main 
responsibility

(Cause) if fire 
safety accident 

Accident worker
Safety manager

CEO
Upper manager

Facility

15
4
4
1
12

42
11
11
3
33

Total 504 100

61%, 시행하지 않는다가 33%, 기타는 6%로 나타났다. 

소방안전훈련을 몇 회 정도 실시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분기별로 한다가 39%, 반기별로 한다가 25%, 매년 한

다가 33%, 기타가 3%이고 전혀 하지 않는다 라고 응

답한 사람은 없었다. 따라서 97%가 소방훈련(실외)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는 충북 북부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관할 소방

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2] The fire drill with the local fire station

3.3 소방안전의 관심도에 대한 조사

  소방안전의 관심도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degree of concerning of fire safety 

Variable N %

You think fire 
safety is the frist 

priority in the 
workplace

Fully yes
Yes

 Normal
No

Never

15
17
4
0
0

42
47
11
0
0

You know the  
work  fire safety 

regulation

Fully yes
Yes

 Normal
No

Never

7
22
7
0
0

19
62
19
0
0

Your executives 
is interested in 

fire safety

Fully yes
Yes

 Normal
No

Never

14
15
17
0
0

39
42
19
0
0

Who is your fire 
safety controller

Upper manager
Team leader

CEO
Fire safety manager

Nobody

6
6
1
21
2

17
17
3
57
6

You know the  
fire safety 

manual(action 
plan) for 

emergency  

Fully yes
Yes

 Normal
No

Never

10
21
5
0
0

28
58
14
0
0

Continued

  소방안전이 업무에서 가장 우선순위라는 질문에 매

우 그렇다가 42%이고 그렇다가 47%, 보통이다가 

11%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없었다. 작업장의 소방안전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19%, 그렇다가 62%, 보통

이다가 19%로 나왔고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

다 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의 경영진은 소방안전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

우 그렇다가 39%, 그렇다가 42%, 보통이다가 19%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대답은 없었다. 작업 중 소방안전

지시는 누구에게 받는 가에 대한 질문에 직속상관이 

17%, 팀장이 17%, 회사 대표자가 3%, 소방안전관리

자가 57%, 없다가 6%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화재, 재

난 등은 주야를 막론하고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자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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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높아서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

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28%, 그렇다가 58%, 보

통이 14%로 나타났다. 고객(환자)들은 화재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

다가 19%, 그렇다가 56%, 보통이다가 25%로 나타났

고 없다 라고 응답한 것은 없었다. 근무 중 소방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22%, 그렇다가 69%, 보통이다가 9%로 나타났다.

Escape chute

Slide escape

[Figire 3] The fire safety facilities

  직장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활동(캠페인 등)의 내용

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22%, 

그렇다가 69%, 보통이다가 9%로 나타났다.

  화재피난시설의 사용 방법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

문에 매우 그렇다가 14%, 그렇다가 47%, 보통이다가 

33%, 그렇지 않다가 6%로 나타났다. 따라서 39%의 

응답자가 피난시설의 사용능력이 미흡함으로 교육훈련

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Figure 

3]은 충북 북부지역의 요양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피

단시설을 나타낸 것이다. 직장에 어떠한 종류의 소방

안전시설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

렇다가 25%, 그렇다가 58%, 보통이다가 19%로 나타

났고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없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가장 큰 화재의 원인이 무

엇이라는 질문에 불안전한 행동이 83%, 불안전한 상

태가 17%로 나타났고 소방안전관리자의 능력부족과 

소방법이 미흡이라고 한 응답자는 없었다. 직장 내 소

방안전 활동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36%, 그렇다가 53%, 보통이다가 11%로 나

타났다. 직장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의 만족정도

는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가 

19%, 만족한다가 56%, 보통이다가 22%, 만족하지 

않는다가 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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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analysis of fire safety concerning

  근무 중 발생한 소방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사고발생자가 42%, 

안전관리자가 11%, 회사대표자가 11%, 직속상관이 

3%, 시설이 33%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igure 4]와 같이 소방안전의 관심도에 대한 설문

의 응답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매우 그렇다가 32%, 

그렇다가 42%, 보통이 12%, 그렇지 않다가 9%, 매

우 그렇지 않다는 5%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결과에 

대한 응답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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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espondent's opinion for fire 

safety improvement

No. Opinions

1

A fire fighter of fire stations teach fire 

safety for workers of geriatric hospitals 

regularly.

2

Government provides geriatric hospitals 

with the fire fighting equipment 

(ex. a fire extinguisher). 

3
The geriatric hospital invests money for 

fire safety improvement.

4 Regular fire safety drill is important.

5
 Some fire safety rules and other rules 

are  similar so they need clearly. 

6 Stairs need a non-slip pad and tape.

7
Monthly fire safety training needs for 

patients.

8
Geriatric hospitals provide workers with sa

fety equipments regularly.

9

Government provides geriatric hospitals 

with the fire safety training material 

regularly. 

  <Table 5>와 같이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응답자의 건의 및 개선방안에 의견을 분석하였다. 의

견의 주요내용으로는 요양병원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소방관이 방

문하여 교육을 진행, 정부에서 화재 진압용 소화기구

류 등을 보급, 소방안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

가 필요, 정기적인 소방안전훈련이 중요 함,  소방안전

규정과 다른 법 규정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 계단 등에 미끄럼방지 패드 및 테이프 시공, 

환자도 매월 소방안전교육이 필요, 병원 종사자들에게 

적정한 안전보호구지급이 필요,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요양병원에 소방안전교육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의견

을 주었다.

4. 결 론

  충북 북부지역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의 일반사항 및 관심도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소방안전의 일반사항 조사결과에서는 종사자사고 

중 감염과 넘어짐 사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또한 

소방안전관리규정의 경우 94%가 있다고 응답하였으

나 사업주의 규정이행은 71%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

의 경우 정기안전교육 시행주기가 매월이 49% 이고 

신규 채용자 소방안전교육은 시행하지 않는다가 33%

로 다소 미흡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방안전훈련(실

외)은 1년에 1회 이상 시행한다가 97%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감염사고의 비중을 줄이고 법정 소

방안전교육 이행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2. 소방안전의 관심도의 경우 업무에서 소방안전이  

우선이다 라고 89%가 응답하였으나 소방안전규정의 

인지도는  81%로 다소 미흡하게 나타났다. 근로자에

게 소방안전을 지시하는 사람은 직속 상관 및 팀장 

등의 관리감독자는 34%에 불과한 반면, 소방안전관

리자는 57%, 전혀없는 경우가 6%로서, 관리감독자

의 소방안전역할 활동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비

상 시 소방안전 매뉴얼대로 행동할 수 있다가 86% 

로 나타내었으나 환자(고객)의 경우 75%로 다소 낮

게 나타났다. 또한 화재피난 시설의 사용방법을 61%

가 알고 있고 그리고 소방 안전교육(훈련)은 75%가 

만족한다고 하여 교육의 질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사고의 직접적 책임(원인)은 사고자에게 있

다가 42%이고 시설에 있다가 33%로 나타내어 시설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방

안전활동의 핵심인 관리 감독자의 역할비중이 낮고 양

질의 소방안전교육이 미흡하며, 사고 원인의 비중이 

시설에 높게 나타내어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

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5. References

[1] Myeong-Jun Yun.(2014), “Prospect of 

Korea Aging.”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14:2-7.

[2] Jun-Beom O.(2014), “International 

Comparis on of Aging phenomenon.”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14:8-13.

[3] 2010 Year Old People Statistics.(2010),  

“Statistics Korea.” :10-11.

[4] Hong-Jin Kim.(2007), "A Study of Research 

Trends in the Elderly Education in Jap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ion of Kong- Ju 

University, 21:155-166.

[5] Jong-il Jang.(2013), "A study on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geriatric hospitals and 

medicare facilities." Master's thesis, 

Jeon-Buk University.

[6] Future Population projection report(2010), 



J. Korea Saf. Manag. Sci. Vol. 18 No. 3 September 2016                                           ISSN 1229-6783(Print)

http://dx.doi.org/10.12812/ksms.2016.18.3.91                                                     ISSN 2288-1484(Online)
                                                                                               

97

Statistics Korea.

[7] Hong-Ki Choi.(2011), "The Employment 

Policies for Aged Employees in Aged 

Society."Labor Problem Research of Korea 

University, 21:151-188.

[8] Young-Cheol An.(2009),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Satisfaction  at Care Facilities of the Aged." 

Docto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9] Byung-Hyun Kim.(2015), "A Study on the 

fire service force accessibility to the elderly 

care facility."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10] Seung-Nam Kim.(2005), "Effects of safety 

climate and safety knowledge of geriatric 

hospital nurses on safety performance."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저 자 소 개

이 영 삼

현재 (주)성우엔지니어링

임원 재직중.

관심분야 : 화재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