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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 발간사
장애인은 재난에 가장 취약하여 별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 경주 지진 등 안전의 위협요
소는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재난지원 방안이 부재
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지난 9월 25일 정부는 ｢장애인 안전 종합대
책｣을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정부
가 장애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안전한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입니다.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의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연구에서 제안한 장애인의 재난 취약특성 5개 유형은 앞으로 장애인 재난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5개 장애유형이 아니라 장애라는 특성이 재
난에 어떻게 취약한지를 파악하고 취약한 특성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것
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난지원 방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
념화한 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지원하는 소방공무원, 관련 전문가에게
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재난 지원방안은 연구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행동요령과 같이 장애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연구에서 제시했다는 점이 연구의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장애라는 특성과 재난의 특성을 모두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안까지 도출하는 어려운
과정을 진행해준 연구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재난에 대응하고 안
전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황 화 성

i

æ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과 내용 ·······························································································6
3. 연구절차 ··········································································································· 8
Ⅱ. 선행연구 및 기존 매뉴얼 검토 ·········································································9
1. 장애인의 재난 취약 특성 ·············································································· 11
2. 장애인 재난 지원체계 ···················································································· 12
3. 장애인 재난안전 매뉴얼 분석 ······································································· 72
4. 장애인 구조 방법 ··························································································· 3
4
5. 소결 ················································································································ 38
Ⅲ.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 93
1. 소방공무원 설문조사 분석 ············································································· 14
2. 초점집단 인터뷰(FGI) ·····················································································8 5
3. 소결 ················································································································ 64
Ⅳ. 장애인 재난 대응 ···························································································· 6
5
1. 장애인 재난 지원 ··························································································· 6
7
2. 재난 취약 특성별 재난 대응 ········································································· 07
3.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 47
4. 안전디딤돌 연계 개인별 대피계획 및 신고 ··················································9 7

iii

Ⅴ. 장애인 재난 교육 ···························································································· 8
3
1. 장애인 재난대응 교육 과정 ··········································································· 58
2. 장애인 재난대응 교육 방안 ········································································· 101
Ⅵ. 장애인 재난 지원체계 ··················································································· 111
1. 소방공무원 의사소통 방안 ··········································································· 113
2. 상황별 장애인 지원 ····················································································· 118
3. 기관유형별 대피계획 수립 ··········································································· 125
4. 장애인 재난 지원 시스템 구성(U-119연계) ···············································921
Ⅶ. 결론 및 제언 ································································································· 135
참고문헌 ··············································································································· 141
<부록 1> 장애인 재난안전 설문조사지 ·······························································341
<부록 2> 장애인 국민행동요령 자료현황 ····························································841
<부록 3> 장애인 대상 국민행동요령 ···································································941

iv

æ 표목차
<표 1-2-1> 분석대상 장애인 재난대비 매뉴얼 ························································
6
<표 2-1-1> 연도별 서울시 장애인 재난사고 유형별 현황 ····································
3 1
<표 2-1-2> 연도별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재사고 사상자현황 ·······························
3
1
<표 2-1-3> 서울시 장애인 구급활동 현황 ····························································
4 1
<표 2-1-4> 서울시 장애인 부상사고 원인 ····························································
4 1
<표 2-1-5> 장애특성과 장애인 재난지원 필요사항 ···············································
5 1
<표 2-1-6> 장애정의와 재난 시 제약사항 ····························································
7 1
<표 2-3-1> ‘경기도 장애인 안전교육 교범’ 장애인 재난 취약특성 구분
(경기도, 2016) ··················································································· 72
<표 2-3-2>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장애인 재난 취약특성 구분
(교육부, 2016) ··················································································· 82
<표 2-3-3> ‘장애인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 장애인 재난 취약특성 구분
(서울시, 2013) ··················································································· 03
<표 2-3-4> ‘장애인을 위한 생활속의 안전’ 장애인 재난 취약특성 구분
(소방방재청, 2009) ············································································· 13
<표 2-3-5>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등 개발연구’ 장애인 재난 취약특성 구분
(서울시, 2015) ··················································································· 13
<표 2-3-6>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피난대피 매뉴얼’ 장애인 재난 취약 특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33
<표 2-4-1> 장애인 구조방법 ·················································································
4 3
<표 2-4-2> 매트를 활용한 장애인 피난절차 ·························································
7 3
<표 3-1-1> 업무 경험(N=321) ··············································································
2 4
<표 3-1-2> 장애인 지원 활동 경험 ·······································································
3 4
<표 3-1-3> 현장 활동 시 지원한 장애인의 장애유형(N=144) ······························
3
4
<표 3-1-4> 장애인 지원 시 가장 어려운 점 ·························································
4 4
<표 3-1-5> 현장 활동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원의 차이 정도 ··························
5
4
<표 3-1-6>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구조 시 대처 방법 (N=140) ····················
6
4

v

<표 3-1-7> 장애인 구조시 의사소통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
7
4
<표 3-1-8> 개인별 ｢의료정보카드｣ 내용 중 장애인 구조·구급 시 가장
도움 되는 정보 ··················································································· 48
<표 3-1-9> 장애인 지원에 대한 교육 경험 ···························································
9 4
<표 3-1-10> 장애인 지원 교육 필요성 여부 ·························································
0 5
<표 3-1-11> 장애인 재난 지원을 위한 교육 필요 정도 ·······································
1 5
<표 3-1-12> ‘응급 수어(수화)’ 필요성 여부 ··························································
3 5
<표 3-1-13> 재난 발생 시 장애인 재난 취약특성의 우선순위 ·····························
5
5
<표 3-1-14> 대피의 저해요인이 되는 장애 특성 ··················································
5 5
<표 3-2-1> FGI 참여자 현황 ·················································································
8 5
<표 4-2-1> 장애로 인한 재난대피 주요 제한 요소 및 도우미 필요성 ·················
0
7
<표 5-1-1> 표 전국 중·대형·특성화 안전체험관 현황 ······································5 8
<표 5-1-2> 미국적십자회 장애인 재난안전 계획 시 고려사항> ····························
0
9
<표 5-1-3> 화재위험요인 평가 시 지체장애인의 필요 고려사항> ·························
5
9
<표 5-1-4> 장애인 화재안전 대처요령> ································································
6 9
<표 5-1-5> 화재 단계별 교육내용> ·····································································
7 9
<표 5-2-1> 표 행동주의 안전교육 ······································································101
<표 5-2-2> 취약계층 의사결정 참여 유형 및 정도 ············································
301
<표 5-2-3> 취약계층 의사결정 참여의 근거 ·······················································
401
<표 5-2-4> Vygotsky의 견해에 따른 특수교육공학 지원의 방향> ·····················
5 0 1
<표 5-2-5> 연도별 서울시 장애인 화재사고 사상자 장소별 현황> ·····················
7 0 1
<표 6-1-1> 재난 현장에서 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
511

vi

æ 그림목차
[그림 3-1-1] 업무 경험 ·························································································2 4
[그림 3-1-2] 장애인 지원 활동 경험 ····································································3 4
[그림 3-1-3] 현장 활동 시 지원한 장애인의 장애유형 ·········································
4 4
[그림 3-1-4] 장애인 지원 시 가장 어려운 점 ······················································
5 4
[그림 3-1-5] 현장 활동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원의 차이 정도 ·······················
6 4
[그림 3-1-6]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구조 시 대처 방법 ································
7 4
[그림 3-1-7] 장애인 구조시 의사소통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
8 4
[그림 3-1-8] 개인별 ｢의료정보카드｣ 내용 중 장애인 구조·구급 시 가장
도움 되는 정보 ················································································ 49
[그림 3-1-9] 장애인 지원에 대한 교육 경험 ························································
0 5
[그림 3-1-10] 현장 활동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원의 차이 정도 ·····················
1 5
[그림 3-1-11] 장애인 재난 지원을 위한 교육 필요 정도 ·····································
2 5
[그림 3-1-12] ‘응급 수어(수화)’ 필요성 여부 ·······················································
3 5
[그림 3-1-13] 응급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장 ·················································
4 5
[그림 3-1-14] 대피의 저해요인이 되는 장애 특성 ···············································
7 5
[그림 4-1-1]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행동요령 – 지진 ···········································
7 6
[그림 4-3-1] 행정안전부의 국민행동요령 ·····························································
7 7
[그림 5-1-1] 중·대형 안전체험관 현황(*현행 37개소에서 2020년 59개소로 확대)6·· 8
[그림 6-4-1] U-119안심콜 서비스 흐름도 ·························································921
[그림 6-4-2] 안심콜 등록 및 이용 ····································································· 131
[그림 6-4-3] 안심콜 등록자 신고 시 접수기록 현황 ··········································231

vii

연 구 요 약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재난은 누구나 처음 겪게 되는 상황으로 철저한 대비만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장애인은 이동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
해 비장애인 보다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장애유형별 재난 특성보다는 전체 장애인의 재난 취약특성을 분석하여, 재난
취약특성에 따른 재난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개발된 장애인 재난대비
매뉴얼은 장애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전달되어야 함. 또한, 전달
된 매뉴얼에 맞게 대피방안을 교육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대비단계와 대응단계의 주요 내용인 재난 유형별 장애인 재난
대비 매뉴얼 재구성 방안과 재난 신고, 경보, 구조, 구급 단계의 소방공무원
지원, 재난안전 교육 방안, 개인별 재난 대피계획과 기관별 재난 대피계획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방법과 내용
○ 장애인 재난대비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재난 취약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선행 장애인 재난대비 매뉴얼을 분석하여 재난을 대비하는
방안과 재난 시 대처방안을 분석하였음.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지원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와 초점집단 인터뷰를 하여 경험, 실태, 욕구, 지원방안
을 조사하였음

Ⅱ. 선행연구 및 기존 매뉴얼 검토
○ 장애인 재난 안전 지원을 위하여 첫째, 재난 종류별 장애인 지원방안이 마련
되어야 함. 둘째, 재난 안전 신고, 경보 과정에서 특정 매체가 아닌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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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ARS, TV, 라디오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한 안내가 필요함. 셋째,
개발된 매뉴얼에 기반한 장애인의 재난 대피 교육, 소방공무원의 장애인 지
원 교육 등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해야 함. 넷째, 개인별 재난대피 계획을 실
제 수립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와 소방서 등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건
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하여 의료 이용, 약물 복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
어야 함
○ 장애인 재난 취약 특성은 이동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각적 정보습
득의 어려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우미 지정 필요성은 몇몇 장애유형에
필요함. 결과적으로 장애유형별 대응방안을 모두 마련하기보다 장애로 인한
재난 대피 제한요소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Ⅲ.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 전국의 329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약
56%가 장애인 지원 활동 경험이 있었으며, 장애인 지원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점과 장애유형 및 특징을 알지 못하는 점이었음. 소방
공무원들은 재난 지원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
하고 있었으며,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정보로서 의사소통 수준과 방법, 주 이
용 의료 기관, 최근 진료 내역을 꼽았음.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었으며, 교육이 필요하
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과 대화하기 위한 응급 수
어 지정에 대한 욕구가 나타남
○ 안전체험관에서 장애인 재난 체험 시 나타나는 어려움은 장애인 체험자가 교
관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교육과 인솔이 어려운 점과 소방공무원이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으로 나타남. 그러나 재난 대응을 위해 체험과
반복 훈련을 통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므로, 장애인 재난 교육 기회를 확대해
야 함. 또한, 체험 시 조력자의 역할도 명확히 정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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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인 재난 대응
○ 장애인 재난 지원을 위해서는 첫째, 재난 유형별 장애인 지원방안 마련, 둘
째, 장애인이 재난에 직접 대응하는 능력 향상을 위해 재난 안전 교육, 체험,
훈련의 과정 지원, 셋째, 재가 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재난 대피계획 수립 지
원, 넷째,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근로사업장 등이 재난대피 계
획을 수립하고 훈련, 마지막으로 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을 알리고, 소방공무
원이 장애인을 구조하고, 구급상황에 장애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동의 어려움, 타인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각정보 습득의 어려움, 도우미
지정 필요성 등의 재난 취약 특성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함. 첫째, 이동
의 어려움은 전신마비 장애인 및 노인, 자력으로 휠체어 탑승 불가한 장애인
및 노인이 대상이며, 소방공무원의 우선 구조, 조력자 지정 및 조력자의 대피
교육, 인근 지역 재난 발생 시 정보 전달 등이 필요함. 둘째, 계단 이동의 어
려움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노인, 클러치 이용 장애인 및 노인이 대상이
되며, 건물의 대피공간 확보, 계단 이동 보조장치, 소방공무원의 우선구조,
인근 지역 재난 발생 시 정보 전달 등이 필요함. 셋째, 음성 의사소통의 어려
움은 청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구어장애가 있는 노인이 대상이며, 재난생
황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각적/진동활용 재난 상황 전달, 응급수어, 조력자 의
사소통 지원 등이 필요함. 넷째, 의미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발달장애인, 인지
적 뇌손상이 있는 노인이 대상이 되며, 재난 상황 대피 지시, 재난 상황 인식
교육, 관련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필요함. 다섯째, 시
각정보 취득의 어려움은 시각장애인, 저시력 노인이 대상이 되며, 대피 시 조
력자와 함께 대피, 건물의 대피로 안내 등의 지원이 필요함
○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역의 장애인이 위험 지역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확히
구조하기 위해 위치정보와 투약, 의료기관 이용 정보 등을 안전디딤돌 어플
리케이션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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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애인 재난 교육
○ 장애인 재난대응 교육을 위해 안전체험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함.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안전
체험교육시설의 운영과 효과적인 안전 교육 실시를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안전교육 담당 인력의 전문성 향상, 둘째, 안전 교육에 사용하는 콘텐
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셋째, 안전교육시설 건립 이후 공간 확보를 위한 확장,
넷째, 지역의 환경과 안전사고 유형에 특화된 안전교육 시설 건립, 다섯째,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이 있음
○ 안전 교육은 안전의 습관화, 내면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고,
이를 위해 장애인 안전 교육은 장애 특성에 맞게 교육 방법을 구상해야 함.
또한, 장애인을 재난 대응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인식하여 교육과정 설계, 참
여, 평가, 개선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또한, 안전체험 및 교육 시 장
애 특성을 고려한 공학적 지원이 필요하고, 장애인 재난과 관련한 통계 양성
과 민관 협력이 필요함

Ⅵ. 장애인 재난 지원체계
○ 소방공무원이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피해자와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상호 안전을 위해 필요함. 시각, 청각, 지체, 발달장애인의 신체, 정신적 제약
사항을 바로 알고 의사소통을 해야 할 것임. 시각장애인과 의사소통 시 소방
관이 자신에 대한 소속과 현장 상황, 공간에 대해 말로써 설명하고, 청각장애
인은 짧은 문장이나 단어 위주의 필담이나 구화로 대화를 시도하며, 지체장
애인은 의사소통보다 이동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동을 지원해야 함. 지
적, 자폐성 장애인은 쉽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재난 상황과 대피 방법에 대
해 설명해야 함
○ 재난 발생 시 경보 단계에서는 첫째, 재난 경보를 위한 정보전달 체제 및 수
단이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해져야 함. 둘째, 장애인 재난 경보를 위한
내용을 다차원적으로 구성해야 함. 셋째, 쌍방향성을 갖도록 제공해야 함.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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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사전에 지정된 주변인, 조력자 등 재난 도우미에게 재난 상황과 장애인이
처한 상황을 함께 전달할 수 있어야 함.
구조·구급 단계에서는 장애 특성에 따른 구조 장비 확보 및 구조요원의 장애
인 구조 역량 강화와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물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이 요구됨
○ 기관유형별 대피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장애인 활동 및 거
주기관을 고려한 재난대피 계획을 세워야 하며, 둘째, 재난 및 대피경로 정보
안내 방안을 마련해야 함. 셋째, 기관별 피난계획 수립 및 피난 훈련 시 기관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구조, 구급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U-119안심콜 서비스의 개선
이 필요함. 그 내용으로 등록절차 간소화, 개인정보 연동 및 활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유선 전화 중심이 아닌 휴대전화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또 자주 이용하는 기관 종사자나 별도의 도우미를 지정하여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Ⅶ.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재난 취약특성과 지원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장애인
재난대응 방안과 재난 경보, 구조, 구급의 과정, 재난안전 교육, 체험, 훈련의
과정, 재난 대피 계획 수립 과정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음. 위의 내용이
정책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첫째, 장애인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
보를 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둘째, 장애인의 재난 취
약 특성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에도 적용되므로 본 연
구에서 분류한 5개 특성(이동, 계단 이동, 음성소통, 의미 소통, 시각정보 습
득의 어려움)으로 분류하여 접근해야 함. 셋째,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의 취약특성, 구조상황에서의 위치 정보 전달, 개인별 대피 계획 수
립 등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대해야 하며, 넷째, 동주민센터와 소방서가 연
계·협력하여 재난대피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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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필요성 및 목적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재난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점이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
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재난 대비를 힘써왔지만,
지진 경보가 늦게 통보되는 등 충분한 대비가 되지 못한 점을 한 번 더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재난은 누구나 처음 겪게 되는 상황으로 철저한 대비만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장애인은 이동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으로 인해 비장애인 보다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비는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최근 관련 연구과 정책
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재난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서울시 소방재난본
부; 2013, 2015,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2015, 2016, 보건복지부; 2013, 국립재
난안전연구원; 2013, 20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 각 연구는 장애유형별 재
난 취약특성을 분석하여, 장애 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 방안을 매뉴얼화 하여 제공
하고 있다.
장애인의 재난 취약특성을 보면 지체장애인은 스스로 대피가 가능한지에 따라
자력 대피가능 장애인과 자력 대피 불가능 장애인으로 나뉜다. 자력 대피 여부에
따라 재난대응방안이 달리 수립되어야 하며,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장애인은 사전
에 보조자를 지정하여 재난 발생 시 보조자와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4). 특히 지체장애인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계단을 이용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화재, 지진 등의 상황 발생 시 대피
방안을 철저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서울시소방재난본부, 2013).
시각장애인은 공간이용능력이 부족하고 보행속도가 느려 재난 시 대피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장애인 부상사고의 69.5%가 추락, 낙상사고로 시각장애
인이 주로 직면하게 되는 부상사고이다(서울소방재난본부, 2013). 볼라드 충돌, 지
하철 추락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부상사고가 잦아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각장애인은 초기 상황 전파과정에서 청각 정보 중심으로 재난 상황을 전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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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재난 상황을 인지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그러
나 재난의 대피 과정에서 이동성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청각장애
인은 재난 상황을 전파하는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
발달장애인과 인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또는 영유아의 경우 재난을 인지
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으며, 대피로를 찾거나, 대피경로를 이해하지 못하
게 된다(보건복지부, 2104). 따라서 재난대비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당사자 훈련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동 보조인을 지정하여 재난 시 안전한 대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를 통해 15개 장애유형 중에서 4가지 대표적인 4가지 장애유형을 중심
으로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을 제작되었으나, 나머지 11개 장애유형의 특성을 반영
하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의 4가지
장애유형별 재난 특성도 장애유형별 특성이 아닌, 이동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
움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대응 단계에서 취약특성에 따라 대응방안이 마련될 필요
가 있다. 즉 뇌병변장애인도 의사소통이 어려운경우가 있어 청각장애인과 같은 특
성을 보일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도 신체특성으로 인해 이동속도가 느리거나 계단
이동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유형별 재난 특성보다는 전체 장애인의 재난 취약특성을 분석하여,
재난 취약특성에 따른 재난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 취약 특성은 장애인뿐
만 아니라 고령자, 아동 등도 모두 대상이 된다.
개발된 장애인 재난대비 매뉴얼은 장애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전달
되어야 하며, 전달된 매뉴얼에 맞게 대피방안을 교육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
러나 250만 장애인에게 개발된 재난대응 매뉴얼을 모두 배포하는 것은 예산과 배포
방법의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재난 대응 매뉴얼뿐만 아니라 재난 예방교육, 지원
조직의 장애인 지원방안 등 대응체계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의 4개 단계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과정 중 대비과정은 재난대비 매뉴
얼을 통해 장애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예방, 대비, 복구의 과정에서 장애
인에게 지원해야 할 실행방안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소방공무
원과 장애인 간의 의사소통방안, 건강정보카드 작성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지만(서
울시소방재난본부, 2013), 장애 특성에 따른 개인별 대피계획 수립방법, 관련 정보
시스템의 구성방법, 소방공무원의 장애이해와 지원방안 등에 대한 실행 방안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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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실정이다. 재난의 4단계뿐만 아니라 낙상, 추락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는 안전한 생활환경의 구축도 필요하다. 즉 재난 4단계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리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비단계와 대응단계의 주요내용인 재난 유형별 장애인 재난대비
매뉴얼 재구성 방안과 재난 신고, 경보, 구조, 구급 단계의 소방공무원 지원, 재난
안전 교육 방안, 개인별 재난 대피계획과 기관별 재난 대피계획을 제안하도록 한
다. 다만 재난의 4단계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체 방안은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으며, 해외연구사례도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분석되어 왔
기 때문에 연구범위에서는 제외 한다.

Ⅰ. 서론

5

2

연구방법과 내용

1) 장애인 재난대비 선행연구 분석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장애인 또는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대비 연
구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재난 취약특성에 따
른 지원방안을 도출한다.

2) 장애인 재난대비 매뉴얼 분석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관련 개발된 재난대응 매뉴얼을 분석하
여 재난을 대비하는 방안과 재난 시 대처방안 등을 분석한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매뉴얼을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방안을 분석한다. 분석대상 장애인 재난대비 매뉴
얼은 총 10개로 다음과 같다.
<표 1-2-1> 분석대상 장애인 재난대비 매뉴얼
순
연구명
번
1 장애인재난위기관리매뉴얼개발보급에관한연구

연도

발행기관

2013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을 위한 시범
(PILOT) 연구

2013

한국장애인개발원

3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2013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국립재활원

4

장애인을 위한 피난매뉴얼1(보행장애인)

2013

보건복지부

5

안전약자 유형별 생활안전 콘텐츠 발굴1

201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6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매뉴얼

2014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7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등 개발연구

2015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장애인근로자 안전대피 매뉴얼 개발 연구

2015

장애인고용공단

9

안전약자 대피특성 연구

201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0

장애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청각장
애인을 중심으로

2016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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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분석을 통해 간편 매뉴얼, 표준매뉴얼 등 매뉴얼 방식 추가개발 검토하
고,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배포방안을 마련한다.

3) 소방서 등 재난 대응 조직의 장애인 지원현황 설문조사
선행연구 분석과 재난대비 매뉴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장애인의 재난지원 특성,
재난대비 매뉴얼 개선방안, 재난안전 경보 및 구조구급 방법, 재난안전 교육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소방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며, 소방, 구급, 상황수보 등 관련 유형별 직군을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4) 초점집단 면담(FGI)
양적 설문조사로 조사하기 어려운 현장의 경험, 지원방안 등을 조사하기 위해 초
점집단면담을 통해 질적 분석을 한다. 주요 면담내용은 지원조직(소방서, 경찰서
등)의 재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 대응 매뉴얼 분석,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장애인 교육과정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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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연구계획수립 및
연구진 구성

▸연구계획 수립 및 공동연구진 구성


문헌조사

▸선행연구 분석


1차 자문회의 개최

▸집필목차, 집필내용, 연구 방향성 등 논의


설문조사

▸소방공무원 300명 대상 우편 및 온라인 설문조사
▸소방, 구급, 콜센터 등 관련 직군 및 지역(시군구)
표집


초점집단인터뷰

▸지원조직(소방서, 경찰서 등)
▸재난 대응 방안 전문가 의견 조사
▸발달장애인 부모


재난 매뉴얼 작성

▸장애인용 재난대응 배포 매뉴얼 재구성
▸지원인력(소방 등) 장애인 지원 방안 분석


원고 집필 및 수정

▸장애인, 소방공무원 등 지원방안 원고 작성
▸장애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성 원고 작성


2차 자문회의 개최

▸집필원고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 수렴


최종 평가

▸연구보고서 최종안에 대해 평가 실시


보고서 수정․보완

▸평가 의견 반영 및 연구보고서 수정․보완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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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재난 취약 특성

1) 재난 대응 단계별 장애인의 재난 취약특성
Kailes와 Enders(2007)는 위기 관리 및 계획을 위한 기능기반의 욕구(functionbased needs) 중 주요한 다섯 가지 욕구를 의사소통 욕구(communication needs),
의료적 욕구(medical needs), 자립성 유지의 욕구(maintaining functional indepence
needs), 슈퍼비전의 욕구(supervision needs)1), 이동의 욕구(transportation needs)
(C-MIST)로 정의하였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언어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제
한이 있거나 노인이거나 임산부 등도 재난 시 특수한 욕구(special needs)를 가진다
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소방재난본부와 국립재활원의 연구(2013)에서 소
방공무원과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 및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 약자의 개
념을 정리하였는데,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재난에 대응에 취약한 모든 이들을 재난
약자로 보았다. Kailes와 Enders(2007)의 연구와 같이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개
개인의 기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취약 특성에 의해 재난 약자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발간
한 ‘장애인 재난 대피를 위한 초기 대응 매뉴얼(orientation manual for first
responders on the evacu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에 대해 정의하였는데, 등록 장애인 외에도 천식, 발작 증세가 있는 사람, 일시적
시력 혹은 청력의 감소가 있는 사람, 사고나 임신,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활동
의 저하가 있는 사람까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FEMA,
2013: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에서 재인용).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재난 취약 특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장애
유형 각각이 상호배타적인 고유한 재난 취약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특징
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근육병, 뇌성마비, 척수장애 등 지체장애인의 경우
C-MIST의 다섯 가지 욕구 중 슈퍼비전에 대한 욕구는 적은 편이었으며, 반면 이동
의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소방재난본부·국립재활원, 2013). 몸의

1) 재난 시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슈퍼비전을 받고자 하는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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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이나 경직, 경련 등의 신체적 특징이 있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나 목
발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에 어려움이 크다. 지체장애인의 이동
욕구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목발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
체장애인 모두 수평 이동 시 보행속도가 비장애인과 타 장애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에 따라 이동 거리에 제한적인 특징이 있다. 수직 이동의 경우에는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른다.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기능에 어려움을 지닌다. 재난
시 상황 인지가 지체되거나 정보에 대해 잘못된 인지를 하기도 하며, 조력자 등 외
부와의 소통에 한계가 발생한다.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특징으로 인해 익
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대피하게 되는 경우 보행속도가 느리고, 대피로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은 인지 기능의 제한으로 인한 재난 취
약성을 지닌다. 인지 기능 저하로 의미에 대한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재난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특히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피난 유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거나, 정서적 불안으로 인해 행동에 제약을 보이기도 한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 장애인 재난피해 현황
장애인의 재난피해 현황은 별도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
으로 하는 통계가 없다. 일부 현황 파악이 가능한 부분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하는 일부 통계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집되고 있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의 자료도 장애 유무와 유형을 중심으로 수집됨으로 인해 실제로 재난 취약계층인
지, 경증 장애로 재난 취약특성이 없는 장애인인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
통계 기준과 장애인 등록률 4.9%와 단순 비교할 경우 낮게 나타나는 등의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재난 취약특성인 이동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각정보 취
득의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별도 통계가 구축되어야만 장애인의 재난에 정
확히 대비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제한적인 자료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자료로 장애인의 재난 현황을 보면 장
애인의 재난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고 있
다(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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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연도별 서울시 장애인 재난사고 유형별 현황
(단위:건수)

구분

전체

화재

교통사고

수난

승강기

시건

기타

2014년

283

12

0

0

2

27

242

2013년

524

5

2

4

0

155

358

2012년

278

4

0

2

0

99

173

2011년

304

3

1

2

0

129

169

2010년

232

3

0

0

0

101

128

출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2015)

전체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사상자는 2013년 22,334명 이었으며, 이중 장애인은
524명이다.
<표 2-1-2> 연도별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재사고 사상자현황
(단위:명)

구분

비장애인

장애인

전체

사망

부상

전체

사망

부상

2014년

4,556

369

4,159

28

0

0

2013년

22,334

324

3,238

524

1

5

2012년

19,676

278

3,395

277

0

5

2011년

19,497

305

3,533

97

0

3

2010년

16,408

345

3,530

232

0

11

출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2015)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급활동 현황은 5년간(2010년∼2014년) 전체 출동 건
수 2,098,744건이었으며, 이중 장애인은 7,831건이었다. 이송인원은 4,252명으로
총 이송인원 1,412,922명의 0.3%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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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서울시 장애인 구급활동 현황
구분
건/명
(%)

전체

장애인

출동건수

이송 건수

이송인원

출동건수

이송 건수

이송인원

2,098,744
(100.0)

1,390,878
(100.0)

1,412,922
(100.0)

7,831
(0.4)

4,328
(0.3)

4,252
(0.3)

출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2015)

장애인의 부상사고 원인으로는 전체 1,224건 중 추락/낙상 사구고 476건으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낙상 375명, 둔상이 98명 순이었다. 추락과 낙상사고를 하
면 전체 부상사고의 68.9%로 나타났다.
<표 2-1-4> 서울시 장애인 부상사고 원인
구분

전체

추락
/낙상

낙상

둔상

자연
재해

중독

추락

기타

인원
(%)

1,224
(100.0)

476
(38.9)

375
(30.6)

98
(8.0)

20
(1.6)

13
(1.1)

10
(0.8)

232
(18.9)

출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2015)

3)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의 장애인 재난 취약특성 분석
장애인을 위한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은 각 장애유형별로 개발됐으며, 이용자에
따른 구분과 장애인의 재난 취약 특성에 따른 방안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용자는
장애인, 도우미, 소방공무원으로 구분되며, 대피계획 수립을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과 기관으로 구분된다. 기관은 다시 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관, 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재난에 따른 장애인의 재난 취약특성을 중심으로 기존 재난대응 매뉴얼을
분석해 보면, 발생빈도가 높은 낙상사고, 화재 등에서는 장애인의 재난 취약 특성
이 주로 많이 나타난다. 반면 발생빈도가 낮은 낙뢰, 방사능 등은 장애인의 재난
취약특성의 고려가 적은 재난으로 나타났다. 장애 특성과 장애인의 재난 취약 특성
은 장애에 따른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피난 방법에 따른 지원방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장애의 특성과 재난 취약 특성을 정의한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

14

장애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및 지원체계 연구

응 매뉴얼’(교육부, 경상남도 특수교육원, 2016)의 주요 사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5> 장애특성과 장애인 재난지원 필요사항
구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특성

재난지원

⦁시력상실로 인해 색상, 형태, 움직
임 등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
음
⦁주변 환경 탐색에 청각이나 촉각에
의존하므로 재난 시 돌발 장애물이
있거나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장소
에서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음
⦁학교와 같은 익숙한 장소는 이동에
어려움이 적어, 재난 시 조력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 가능

⦁대피구역 또는 외부로 이동에 도움을 주
는 점자블록 설치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계획 수립
⦁가장 가까운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사전
에 안내(출구에는 점자블록 등 촉각적인
표시 설치)
⦁방향지시 음향시스템 등 음성을 이용한
재난 상황 안내 보조기기 제공
⦁재난별 상황 설명 자료 제공
⦁대피 유도 등 조력자 확보
⦁평상시 재난을 대비해 조력자를 지정하
고 비상연락망을 구축
⦁학생과 조력자를 위한 재난대응교육 실시
⦁사전에 대피로 보행교육 실시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 경로, 방향,
거리를 구두로 설명

⦁청력에 심한 손상으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이 있음
⦁보청기 등의 보장구를 착용하는 경
우에도 대피 경고를 듣지 못할 수
있음
⦁ 다른 사람이 말하는 단서를 인지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엘리베이터 내에 재난 발생 경광등 설치
⦁화재경보시스템과 연계된 전광판 설치
⦁시설 내부 공간별 비상 경광등 설치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계획 수립
- 재난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때 학생 특성과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확보
- 평상시 시각 재난 경보장치의 위치 안
내
⦁재난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그림, 사진
등을 사전에 준비
⦁대피 유도 등 조력자 확보
⦁상시 재난을 대비해 조력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
⦁대피 시 조명 등 안내 장치가 없는 경우
조력자의 도움 제공
⦁학생, 조력자를 위한 재난대응교육 실시
⦁재난 발생 시 수화 등으로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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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성

재난지원

지적
장애

⦁언어 발달이 늦어 의사표현 능력과
이해력이 낮은 경향이 있음
⦁주의집중 지속시간, 범위, 선택적
주의 등에 곤란함을 가짐
⦁재난 상황 시 즉각적 판단이나 대
응에 어려움이 있음
⦁재난대응훈련에서 배운 내용을 일반화
하여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자폐
성
장애

⦁또래보다 낮은 사회성을 보이며 대
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음
⦁과잉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등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재난 발생 등 위급상황 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계획 수립
- 재난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때 학생 특성과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확보
- 재난대응 지원 내용에 시간, 장소, 방
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 마련
⦁재난 상황 발생 시 대피 유도 등을 위한
지원 인력 제공
⦁학생들의 동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 마련
⦁사전에 재난대응을 위한 조력자 지정
⦁평상시 재난을 대비해 조력자를 지정하
고 비상연락망을 구축
⦁학생, 조력자를 위한 재난대응교육 실시
⦁재난 발생 시 짧은 문장 혹은 그림으로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제공

⦁신체적 기능 이상으로 인해 이동이
나 옷 입기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
이 있음
⦁하지기능이상 지체장애는 이동 시
목발이나 휠체어 등을 사용
⦁지체장애로 인해 계단 이용에 어려
움
⦁중증지체장애의 경우 이동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지체
장애

*

출처

: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계획 수립
- 재난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때 학생 특성과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확보
- 경사로 등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대비
경로 사전에 마련
⦁재난 발생에 대비해 휠체어 등 이동도구
및 장비 상태 상시 확인
⦁재난대응을 위한 조력자 지정
⦁평상시 재난을 대비하여 조력자를 지정
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
⦁학생, 조력자를 위한 재난대응교육 실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휠체
어 등 이동 도구 및 장비 제공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교육부, 경상남도특수교육원,

2016

장애의 특성과 장애로 인한 재난지원 특성을 요약해 보면 재난예방을 위한 환경
구성의 필요 부분, 지원인력을 지정하는 것이 주요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2013)은 장애의 정
의와 재난으로 인한 제약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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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장애정의와 재난 시 제약사항
구분

정의

제약사항

지체
장애

⦁지체장애는 절단, 지체기능장애, 관절
(운동)장애, 변현 등
⦁상·하지 절단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
를 잃어버린 상태를 절단이라 말하며,
절단의 원인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당
뇨합병증이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일
어날 수 있음
⦁기능장애는 팔, 다리, 척추장애로 구분
되며, 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 등
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경우
⦁관절장애는 관절의 강직, 근력약화, 마
비 등
⦁변형은 신체 모양이 좌우 대칭이 맞지
않거나 왜소증과 같이 전반적으로 발육
에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지체장애인의 재난 시 제약사항
- 이동기능장애 (몸의 불균형, 신체
적 경직, 경련에 따른 이동장애)
- 의사소통기능장애 (재난 상황 고
지방법의 어려움)
- 인지 정도에 따른 피난동선 이해
여부
- 자력 피난 가능 여부
⦁지체장애인의 재난 시 피난을 위한
필수사항
-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개인별 전
동휠체어 및 보행보조기 지원
- 예비(여유분) 전동휠체어 및 보행
보조기 비치

청각
장애

⦁청각장애는 청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
겨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다든가 말
의 판별이 어려운 상태
⦁청력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농(feat) 이라고 하며,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해야 알아듣고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상태를 난청이라고 함
⦁따라서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소리를 전혀 듣지 못지는 않음
⦁보조기기(보청기)이 사용이나 인공 와우
수술을 통해 소리를 듣는데 도움 필요
⦁보청기를 착용했다고 해서, 인공 와우
수술을 했다고 해서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는 것은 아님
⦁사람에 따라 소리, 강도, 주파수 영역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

⦁청각장애인의 재난 시 제약사항
- 의사소통기능장애 (재난 상황 고
지방법의 어려움)
- 인지 정도에 따른 피난동선 이해
여부
- 자력 피난 가능 여부
⦁청각장애인의 재난 시 피난을 위한
필수사항
- 유도등, 방향표시 등과 같은 시각
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설비 필
수(시각 경보기)
-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보조인 동
반 필수

시각
장애

⦁시각장애는 시각의 기능적 장애로 시
력, 시야, 색각, 안구운동 등에 장애가
있는 것
⦁손상이 심하여 시 기능을 전혀 이용하
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잔존 시각능력
을 이용하여 보조 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
도 있음

⦁시각장애인의 재난 시 제약사항
- 의사소통기능장애 (재난 상황 고
지방법의 어려움)
- 인지 정도에 따른 피난동선 이해
여부
- 자력 피난 가능 여부
⦁시각장애인의 재난 시 피난을 위한
필수사항

Ⅱ. 선행연구 및 기존 매뉴얼 검토

17

구분

정의

제약사항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시력을
완전히 잃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잔존 시력을 이용하여 생활을 해나가는
시각장애인이 훨씬 더 많다는 것

-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보조인 동
반 필수 (약시가 전맹인을 도울
수 있도록 조치)
- 흰지팡이, 손전등, 장갑 등의 지원

지적
장애

⦁지적장애는 18세 이전에 시작하는 발
달상태로 지적, 인지적 능력에 뚜렷한
제한이 있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대게 지능검사에서 70이하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지만, 지능지수뿐
아니라 자기관리나 사회적 기술, 대인
관계 기술 등 적응행동에 어려움이 있
는 경우도 지적장애로 봄
⦁지적장애라고 해서 학습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니므로 무
시하거나 성인 지적장애인을 어린아이
다루 듯이 대하면 안됨

⦁지적장애인의 피난시 제약사항 확인
- 이동기능장애 (몸의 불균형)
- 의사소통기능장애 (재난 상황 고
지방법의 어려움)
- 인지 정도에 따른 피난동선 이해
여부
-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행동 제약
여부
⦁지적장애인의 피난을 위한 필수사항
-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보조인 동
반 필수 (보조인 지정 배치)
- 피난기구가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
한가에 대한 점검 필요
- 피난 유도에 따르지 않는 장애인
을 위한 개인별 대책 필요
- 피난기구의 주기적인 점검
- 피난로, 안전지대(공간) 확보

중증
장애

⦁중증장애는 흔히 말하는 시각, 청각, 지
체, 발달장애 등의 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장애의 유형과 관계없이 중도, 또는 중
등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현
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장애유형에 걸
쳐 1~2급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중증장애라 함.
⦁또한, 두가지 유형 이상의 장애를 중복
으로 수반하고 있는 경우 일정한 규정
에 따라 장애등급이 상향조정되기도 하
는데 이 경우를 중증 중복장애라 함
⦁일반적으로 중증장애라 하면 이동, 보
행, 신변자립, 착·탈의 등 자기 관리
가 불가능한 경우를 연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장애유형을 망라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
⦁그러므로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다 다양
한 장애의 유형과 정도, 개인의 특성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적절한 지원이 필요

⦁중증장애인의 피난시 제약사항 확인
- 의사소통기능장애 (재난 상황 고
지방법의 어려움)
- 이동기능장애 (몸의 불균형, 신체
적 경직, 경련에 따른 이동장애)
- 인지 정도에 따른 피난동선 이해
여부
- 자력 피난 가능 여부
⦁중증장애인의 재난 시 피난을 위한
필수사항
-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보조인 동
반 필수 (보조인 지정 배치)
-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개
인별 대책 필요
- 피난기구가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
한가에 대한 점검 필요
- 피난기구의 주기적인 점검
- 휠체어·침대 등의 이동을 위한
충분한 피난로 및 안전지대(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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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애
영·
유아
의

*

출처

:

정의

제약사항

⦁장애영·유아는 발달지체 영·유아, 발
달지체 가능성이 매우 높게 진단된 신
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을 가진 영·유
아로 8세 미만을 말함
⦁영아는 조기 개입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발달지체를 경험 할위험이 있는
0~2세 장애 아동
⦁장애유아는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
회·정서발달, 운동발달, 자조기술(적응
행동)에 심각한 발달지체를 나타내는
경우
⦁발달지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와 의학
적 진단에 의한 장애조건 및 기타 심
리·정신적 문제를 가진 경우를 포함한
3세에서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말함

⦁영·유아장애인의 재난 시 제약사항
- 의사소통기능장애 (재난 상황 고
지방법의 어려움)
- 이동기능장애 (몸의 불균형, 신체
적 경직, 경련에 따른 이동장애)
- 인지 정도에 따른 피난동선 이해
여부
- 자력 피난 가능 여부
⦁영·유아장애인의 재난 시 피난을
위한 필수사항
-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보조인 동
반 필수 (보조인 지정 배치)
-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개
인별 대책 필요
- 피난기구가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
한가에 대한 점검 필요
- 피난기구의 주기적인 점검
- 휠체어·침대 등의 이동을 위한 충
분한 피난로 및 안전지대(공간) 확보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복지지설협회,

2013

장애로 인한 재난 제약사항의 주요 요소는 의사소통기능장애, 이동기능장애, 인
지정도, 자력피난 가능여부, 개인별 대피계획, 피난기구 등의 사전점검 등이 주요
요소로 나타났다.

4) 재난 발생 시 장애인 피난 특성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피난 매뉴얼을 개발하면서 자력 대피가
능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장애인의 재난 취약 특성을 분류하였다.
○ 자력 대피 가능
- 정의
① 이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화재 시 자신의 의지로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
② 평상시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사용하지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
③ 수동휠체어 또는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자유로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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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출처

:

장애인을 위한 피난 매뉴얼1(보행장애인), 보건복지부,

2013

○ 자력 대피 불가능
- 정의
① 평상시 침대나 고정의자 등에서 생활하며, 위기상황 인식이 어려운 장애인
② 평상시 이동 편의를 위해 수동 또는 전동휠체어를 대부분 사용하여 자력 대
피 불가능, 화재등 비상시에는 자력으로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한 장애인
- 구분

*

출처

:

장애인을 위한 피난매뉴얼1(보행장애인), 보건복지부,

2013

이상에서 분석된 재난 대응 단계별 장애인의 재난 취약특성,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의 장애인 재난 취약특성, 재난 발생 시 장애인 피난 특성을 종합해 보면 재난 발생
시 나타나는 기능적 취약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능적 취약성은 지체장애인, 뇌병
변장애인 등 이동에 취약성을 가진 유형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취약성을 가진 유형, 그리고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과 같이 재난 인지 및 정
보 취득에 취약성을 가진 3가지 유형으로 범주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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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재난 지원체계

1) 피난 유형별 소방관리자의 역할
피난 상황에서 소방관리자는 상황을 전파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대피를 돕는 역
할을 하게 된다. 재난 발생 시 피난 방법에 따른 소방관리자의 장애인 지원 방안은
자력피난, 휠체어 평지 피난, 휠체어 경사로피난, 안거나 업는 계단피난, 피난의자
계단피난, 침대, 시트 수평, 계단피난에 따라 역할이 구분된다. 피난 방법은 장애인
의 재난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방안이 결정되며, 피난 시 장애인과 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육부, 경상남도 특수교육원(2016) 피난 방법에 따른 대상자와
장애인, 관리자의 역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자력피난
- 이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화재 시 자신의 의지로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
- 평상시 이동 편의를 위해서는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사용하지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
장애인

관리자

1. 평상시 외출이나 이동 시 관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 등을 이용
해 이동하였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스스
로 최대한 빨리 출구방향으로 이동한다.
2. 몸을 끄는 등의 방법으로 출구로 바로
이동한다.

1. 화재발생 시 화재알림 벨을 울린다.
2. 준비된 손전등, 방독면 등을 챙긴다.
3. 출입구를 우선 개방하여 장애인이 출입구
근처에서 탈출에 실패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이동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탈출을 위
해 끌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탈출을 보조
한다.

○ 휠체어 평지피난
-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나,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
- 평상시 이동편의를 위해 일반 또는 전동휠체어를 대부분 이용하며, 비상시에
는 자력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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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리자

1. 관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2. 평상시 외출이나 이동 시 관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 등을 이용
해 이동하였지만, 화재 시에는 빨리 관리
인의 도움을 받아 출구 방향으로 이동한다.

1.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은 화재알
림벨을 울려 알리거나, ‘불이야’ 등의 목
소리로 화재를 급히 알린다.
2. 출입구를 개방하여 보행장애인이 출입구
근처에서 탈출에 실패하지 않도록 조치
한다.
3. 거실이나 방에서 좌식 생활 중인 장애인
은 휠체어에 태워 피난시키기보다는, 안
거나 끄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구역으
로 우선 이동시킨다.

○ 휠체어 경사로피난
-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화재나 재난 시 휠체어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장애
인
- 평상시 이동편의를 위해 수동 또는 전동 휠체어를 대부분 이용하며, 비상시
에는 자력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장애인

관리자

1. 관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2. 평상시 외출이나 이동시 관리자 또는 도
우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 등을 이용해
이동하였지만, 화재나 재난의 경우 가장
빨리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출구 방향으
로 이동한다.

1.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은 화재알
림벨을 울려 알리거나, ‘불이야’ 등의 목
소리로 화재를 급히 알린다.
2. 출입구를 개방하여 보행장애인이 출입구
근처에서 탈출에 실패하지 않도록 조치
한다.
3.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을 안전한 장
소로 피난시킨다.

○ 휠체어 계단피난
-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화재나 재난 시 휠체어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
- 평상시 이동편의를 위해 일반 또는 수동휠체어를 대부분 이용하며, 비상시에
는 자력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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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리자

1. 관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적극 요청
(화재알림벨 울리기 등)한다.
2. 평상시 외출이나 이동 시 관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 등을 이용
해 이동하였지만, 화재나 재난의 경우 가
장 빨리 관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출구 방향으로 이동한다.

1. 출입구를 개방하여 보행장애인이 출입구
근처에서 탈출에 실패하지 않도록 조치
한다.
2. 거실이나 방에서 좌식 생활 중인 장애인
은 휠체어에 태워 피난시키기보다는, 안
거나 끄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구역으
로 우선 이동시킨다.
3. 보행 장애인이 계단에서 피난하지 못할
경우, 도우미가 있으면 휠체어를 들어
(2~4인) 피난시킨다.

○ 안거나 업고 계단피난
-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화재나 재난 시 휠체어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
- 평상시 이동편의를 위해 수동 또는 전동휠체어를 대부분 이용하며, 비상시에
는 자력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장애인

관리자

1. 관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적극 요청
(화재알림벨 울리기 등)한다.
2. 평상시 외출이나 이동시 관리자 또는 도
우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 등을 이용해
이동하였지만, 화재나 재난의 경우 가장
빨리 관리인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출구방향으로 이동한다.

1. 거실이나 방에서 좌식 생활 중인 장애인
을 휠체어에 태워 피난시키기보다는, 안
거나 끄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 화재로부
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시킨다.
2. 보행 장애인이 계단에서 피난하지 못할
경우, 도우미가 안거나 업는 방법으로 피
난시킨다.

○ 피난의자 사용 계단피난
- 이동에 어려움(중증)이 있으며, 화재나 재난 시 휠체어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
- 평상시 이동편의를 위해 수동 또는 전동 휠체어를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용
하며, 비상시에는 자력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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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리자

1. 관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적극 요청
(화재알림벨 울리기 등)한다.
2. 평상시 외출이나 이동 시 관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 등을 이용
해 이동하였지만, 화재나 재난의 경우
가장 빨리 관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출구 방향으로 이동한다.

1. 출입구를 개방하여 보행장애인이 출입구 근
처에서 탈출에 실패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거실이나 방에서 좌식 생활 중인 장애인
은 휠체어에 태워 피난시키기보다는, 안
거나 끄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구역으
로 우선 이동시킨다.
3. 보행 장애인이 계단에서 피난하지 못할
경우, 도우미가 있으면 계단피난의자를
이용해 신속히 피난시킨다.

○ 수평, 계단피난_침대, 시트피난
- 이동에 어려움(중증)이 있으며, 화재나 재난 시 휠체어로 이동할 수 없는 장
애인
- 평상시 대부분 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하거나 도우미의 도움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
장애인

관리자

1. 관리인 또는 도우미에게 피난 의사를 최
대한 표현한다.
2. 화재나 재난의 경우 가장 빨리 관리인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출구 방향으
로 이동한다.

1. 거실이나 방에서 좌식 생활 중인 장애인
을 휠체어에 태워 피난시키기보다는, 안
거나 끄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 화재로부
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시킨다.
2. 보행 장애인을 침대, 매트 또는 침대시트
등을 이용하여 도우미가 끌어서 피난을
시킨다.
3. 침대로 피난시킬 경우, 최대한 인접한 방
화 구역 (피난안전구역)에 일시적으로 피
난하여 구출을 기다린다.

2) 소방지원조직의 역할
구조, 구급, 상황수보(신고),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체장애인의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지원과 욕구를 조사한 결과(서울시소방재난본
부·국립재활원, 2013)를 살펴보면, 먼저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애 특성에 맞는 재
난관리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가장 먼저 대
응하는 체계가 소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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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 재난 발생 후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꾸준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스스로 보행하는 것에 어려
움이 없기 때문에 평시에 대피로 위치를 숙지하고, 대피 방법에 대해 교육 및 훈련
을 받는다면 자력 대피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재난을 인
지하는 경보 체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요구되었다(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한국재난안전연구원, 2015).
두 번째로 나타난 욕구는 지체장애인 재난관리를 위한 의사소통방법 개발 및 훈
련으로, 소방공무원이 장애인 당사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발하고, 숙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의사소통은 재난 상황을 인지하는 과정에서의 소
통과 소방대원이 장애인 당사자와 대면하는 상황에서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방법
으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체장애인보다 시청각장애
인과 지적·자폐성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개발이 더욱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먼
저,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손실로 인해 재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인지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시각이나 청각을 활용한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꾀해야 하고, 반면에 지적·자폐성 장애
인에게는 그림과 영상을 활용하여 재난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 인지 후 적절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재난 발생 시 신속
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 특성을 고려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 내·외부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주요 공간에 응
급 호출 장치를 설치하고, 시설 내 경고음 장치를 설치하며, 병원이나 소방서 등
외부와의 접근이 쉽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
회, 2014). 실제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상에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안
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 등을 위한 국고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시설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 출입
문, 계단, 복도, 사무실 등에 방화구획과 대피 공간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체계를 갖
추어야 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
또한, 장애인당사자와 직접 대면 상황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병력이나 현재 상태 및 욕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와의
소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원이 장애인당사자와 원활한 소통을 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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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따라서 청각장애인과의 대화를
위해 수어(手語)를 익히거나 필담을 위한 도구를 준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적·자폐성장애인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쉽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강압적이
거나 위협적인 태도가 아닌 안정감을 주는 태도로 응대해야 하는 등 장애이해와
더불어 소통의 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체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 서비스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장애인 당사자나 소방공무원, 시설이나 가족 등 다
양한 교육대상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력 대피 가능 여
부에 따른 개인별 재난 대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복지시
설협회, 2014).
서울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육을
이수한 전체 인원은 2012년까지 1,517,696명이며, 그 가운데 유아가 476,283명으
로 31.4%, 성인이 465,830명으로 30.7%로 나타났다. 다음은 초등학생 20.6%, 청소
년 10.3% 순이었으며, 장애인은 27,455명으로 1.8%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서울소
방재난본부, 2013: 서울시소방재난본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장애인의 재
난 대응 취약성이 다른 대상과 비교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재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접
근 가능한 재난안전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활동보조인 등 주변 지원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활동보조인 교육 과정 중 ‘안전관리’교육을 심화해야 하며, 장애인복지시
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재난 대응에 있어 재난 대피 계획 수립은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준비과정
으로서, 사전에 피난 기구나 피난로, 대피방법에 대해 숙지, 조력자 파악, 준비물
확인 등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점검이 필
요하다. 이때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 특성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나 물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보조견이 있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조견
에 대한 정보와 보조견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두어야 하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의
사소통을 위한 펜과 종이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서울시소방재난본부, 2008). 이
와 같은 장애 특성을 반영한 개인별 재난 대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획 수립 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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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난안전 매뉴얼 분석

3

장애인의 재난 취약특성에 기반하여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분류해보면,
일반적인 재난안전의 내용, 시각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청각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 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인, 재난 상황을 인식
하고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기존에 개발된 매뉴얼에
서 재난 취약특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 장애인 재난안전 매뉴얼은 ‘경기도 장애인 안전교육교범’(경기도,
2016),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교육부, 2016), ‘장애인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서울시, 2013) ‘장애인을 위한 생활속의 안전’(소방방재청, 2009), ‘장애포
괄적 재난위기 매뉴얼 개발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보건복지부, 2014) 이다.
먼저 경기도 장애인 안전교육 교범(경기도, 2016)을 분석해보면, 화재를 감지하고
대피하는 상황에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인에게는 2명이상의 도우미를 지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고대비 상황에서 119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청각
장애인에게 119자동신고기, 팩스, 앱, 문자 등의 다양한 신고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야 한다.
<표 2-3-1> ‘경기도 장애인 안전교육 교범’ 장애인 재난 취약특성 구분(경기도, 2016)
구분

일반
내용

청각
장애

지체
장애

도우미 도우미 도우미
2명 이상2명 이상2명 이상
지정
지정
지정

화재감지 및 대피요령

위기
대처

시각
장애

불이 났을 때 행동요령

◎

연기속 대피요령

◎

불이 난 건물 속에 갇혔을 때

◎

몸에 불이 붙었을 때

◎

화상시 응급처치

◎

상처의 유형과 처치 방법

◎

코피 응급처치 요령

◎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

황사 발생 시 행동요령

◎

발달
장애

재난
대비
다양한
주파수
청신호, 문자
전광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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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내용

구분

사고
대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발달
장애

119신고

119자동
신고기, 팩스,
앱, 문자

도움이 되는 소방시설

시각경보기

답뱃불 화재 안전

◎

주방 안전수칙 준수

◎

전기 안전하게 사용하기

◎

가스 안전하게 사용하기

◎

질식사고 예방

◎

자동계단 및 승강기 안전

◎

교통 아전수칙

◎

장애인을 위한 위험요소 체크
위함에 대처할수 있는 방법
안전
점검

재난
대비

확인목록

◎

장소별 사고 예방 대책

욕실안전
보강

장애인 재난 대피 계획
점검표

장애에 따른
대책

교육부의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교육부, 2016)에서는 장애학생지원
방안에서 재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비상벨, 시각경보기, 간결한 그림판 등 다
양한 방법으로 재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해야 한다. 이동과정에서 지체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모두 경우 조력자를 확보하고 함께 이동할 수 있
어야 하며, 지체장애인은 안거나, 2인 대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손을 잡고 함께 이동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2-3-2>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장애인 재난 취약특성 구분(교육부, 2016)
구분

공통
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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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내용

대피

◎

건물안 대피

◎

낙하물 대응

◎

대피소 피난

◎

흉기난동 시 행동

◎

시각
장애

청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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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

발달
장애

재난
대비

구분

일반
내용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발달
장애

비상벨,
시각경보
기 마련,
간결한
그림(글)
안내판

재난 상황 인지
장애
학생
지원
방안

조력자
확보,
함께
이동

이동

보호

자연
재난

사회
재난

학교
생활
안전

재난
대비

유지

◎

황사 및 미세먼지

◎

폭염

◎

태풍 및 집중호우

◎

지진 및 해일

◎

대설 및 한파

◎

낙뢰

◎

화재, 폭발

◎

공습

◎

방사능

◎

감염병

◎

식중독

◎

실험실 및 실습실

◎

흉기 및 무단침입

◎

조력자
확보

조력자 손잡고
(업기,
이동,
안기,
조력자
2인대피) 지정
조력자
반복훈련
지정

손잡고
이동,
조력자
지정

자막,
음성안내,
이해하기
쉬운 문장,
그림 사용,
조력자
지정

장애인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서울시, 2013)에서는 화재에 대비해 2개의 탈출 경
로를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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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장애인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 장애인 재난 취약특성 구분(서울시, 2013)

낙상

일반
내용
◎

화상

◎

구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발달
장애

재난
대비

2개
탈출경로
계획

화재

인적재난

지체
장애

붕괴

◎

폭발

◎

방사능

◎

교통사고

◎

전기사고

◎

가스사고

◎

승강기사고

◎

정전사고

◎

약물사고

◎

문낌

◎

갇힘사고

◎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대설

◎

한파

◎

가뭄

◎

폭염

◎

지진

◎

황사

◎

산사태

◎

테러

◎

장애인을 위한 생활독 안전 매뉴얼(소방방재청, 2009)에서는 청각장애인의 화재
신고를 위한 별도의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를 통한 화재 발생 등의 재난 상황을 전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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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유도기를 통해 재난 발생
시 대피경로를 효율적으로 안내하는 체계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표 2-3-4> ‘장애인을 위한 생활속의 안전’ 장애인 재난 취약특성 구분(소방방재청, 2009)
일반
내용

구분

안전

욕실

◎

부엌

◎

이동중

◎

생활안전

◎

화재신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

◎

지체
장애

발달
장애

재난
대비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연구(서울시, 2015)에서는 재난대응 이해단
계의 재난대피계획 및 기본 행동지침에서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알고, 조력자,
대피경로, 안내견 등의 재난 대응 방안을 정의하고 있다. 조력자 행동지침에서는
시각장애인과 반복훈련과 이동방법, 함께 대피중 시각장애인과 조력자가 헤어질
경우 개인 호루라기(혹은 손전등)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다.
<표 2-3-5>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등 개발연구’ 장애인 재난 취약특성 구분(서울시, 2015)
구분

재난
대응
이해

사회
재난
대비
요령

일반
내용

재난대피계획
및 기본
행동지침
조력자의
행동지침
화재

◎

전기

◎

가스

◎

보행

◎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

지하철 승강장

◎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발달
장애

재난
대비

비고

◎

조력자,
대피경로,
안내견

◎

훈련,
이동방법,
헤어질 경우
대비

보행로
안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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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연
재난
대비
요령

일반
내용

태풍

◎

호우

◎

산사태

◎

지진

◎

대설

◎

한파

◎

폭염

◎

황사

◎

시각
장애

재난대비 준비용품

◎

비상연락카드

◎

의료정보카드

◎

재난대비계획 자가진단

청각
장애

지체
장애

발달
장애

재난
대비

비고

흰지팡이,
안경(고글)
시각장애인
단체,
활동보조인
시각장애정도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피난대피 매뉴얼(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에서는 기본
사항으로 시설유형별 행동 특성에서 지체장애인의 휠체어 이동 폭, 시각장애인의
시설폭 등 재난 대비를 위한 환경요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통 피난관리에서는 피
난기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재 시 지체장애
인의 경우 장애인 시설 유형별 대피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자력 대피 여부
에 따른 개인별 대피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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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피난대피 매뉴얼’ 장애인 재난 취약 특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구분

일반
내용

시설 유형별
행동특성
안전관리
계획서
기본
사항

◎

지체
장애

재난
대비

비고
휠체어 이동,
보행폭, 노인시설,
영유아

피난
기구
준비

피난훈련
시나리오

◎

재난 상황
전파 및 보고

◎

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

◎

◎

전기

◎

가스

◎

위생안전

◎

시설물안전

◎

지진·지진해
일
지진·지진해
일

발달
장애

◎

공통 피난관리

태풍·호우

자연
재난

청각
장애

◎

화재

자연
재난

시각
장애

자력이동 기준
구분

시설유형(영유아,
정신, 아동, 노인,
장애인), 소규모
시설, 자력 대피
여부
어린이

◎
◎
◎

황사

◎

대설

◎

전염병

◎

한파

◎

낙뢰

◎

다중이용시설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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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조 방법

4

독일에서는 혼자서 대피가 어려운 신체장애인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방안과 전신마
비 장애인과 같이 전혀 이동할 수 없을 경우 매트를 이용한 대피 방안을 제안하고 있
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피난 장비가 있으면 피난장비의 사
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별도의 피난 장비가 없으면 2인 피난 방법, 보행기
이용 피난 방법, 휠체어 계단이동 방법, 매트리스 이용 피난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러한 방법은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지원하는 가족, 직장동료, 활
동보조인 등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주변인도 함께 숙지해야 한다. 특히 개인별 재난
대피계획을 수립할 때 조력자로 지정되는 주변인은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표 2-4-1> 장애인 구조방법
구분

내용

십자
그립
방법

∙ 구조요원들이 장애인을 동시에 들
어 올려 십자로 맞잡은 팔을 이용
하여 피난시키는 방법
∙ 장애인을 손과 팔에 앉혀 단거리 이
동에 적합하며, 등 뒤를 받쳐 드는
방식으로 부상위험을 방지함
∙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다발성 경화증
장애인들은 굽혀지거나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제3의 도우미가 등 뒤에서
받쳐줌

소방
안전
벨트

∙ 구조를 위해 소방안전밸트에 달린
짧은 로프 끝 안전고리를 다른 소
방관의 소방안전밸트 D형 고리에
서로 걸음
∙ 장애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고정된
두 개의 로프 위에 위치시키고 구조원
들은 손과 팔로 장애인을 받침
∙ 이동 중 장애인의 몸무게가 로프와
벨트를 통해 허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긴 거리 이동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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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피난
의자

환자
운반용
간이침대

스핀
(구조)
보드

보행기

내용
∙ 피난의자를 통해 장애인을 계단을
이용해 이동시킬 수 있음
∙ 다만, 좁은 계단실과 원형계단 등은 피난
의자를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최근 특수 제작된 피난의자는 원형계
단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며 몇 초 만
에 사용 준비가 되고 한 명의 도우미
가 이동할 수 있어 계단이 막히는 것
을 방지할 수 있음

∙ 구조 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환
자운반용 들것은 먼 거리 이동에
유용함
∙ 좁은 계단실이 있는 시설에서는 이동
성의 문제로 매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척추부상이 예상되는 교통사고 피
해자 구조에 주로 사용되며, 먼 거
리 이동 및 계단에서의 사용이 수
월함
∙ 구조보드에 고정된 환자를 이동시키
기 위해 일반적으로 3명의 구조요원
이 필요함

∙ 대부분의 장애인 시설의 경우 충분
한 보행기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경증의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
의 경우 보행기를 이용해 스스로
신속히 피난할 수 있음
∙ 구조요원의 도움을 받아 보행기를 타
고 신속히 위험지역을 벗어날 수 있지
만 계단실 이동은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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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휠체어

침대

피난
매트
혹은
피난천

내용
∙ 지체장애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구
조 도구는 휠체어임
∙ 장애인이 이동 중 휠체어에서 떨어지
거나 몸이 접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 명은 휠체어 뒤에서 두 명은 휠체
어 앞에서 안전하게 잡고 이동해야 함
∙ 움직이는 휠체어 부재들(팔걸이 및
발판 등)은 피난 시 문제가 될 수 있
고 특히 발판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함
∙ 특수 휠체어를 이용 시 계단을 이용
한 피난은 불가능함
∙ 장애인을 침대에 뉘어서 침대를 밀
어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복
도를 이용해 인접한 방화 또는 안
전구역으로 이동 시 활용됨
∙ 계단실을 이용한 피난은 불가능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동 시 반드시
구조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 피난매트 또는 피난 천은 평지든
좁은 계단이든 사용이 가능함
∙ 병원이나 노인시설에서 이상적으로
환자 침대에 피난 매트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음
∙ 천은 보통 매트 밑에 있어 장애인이나
환자를 매트에 고정할 수 있음
∙ 개별 매트를 이용한 구조를 통해 계
단과의 충돌 등 발생할 수 있는 부
상 방지가 가능함

출처: 장애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개발연구: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2016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 특히 와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별도의 재난
대피 장치가 없으면 매트를 활용한 피난방안을 숙지해야 한다. 와상장애인은 연기흡입
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대피가 이루어
져야 하며, 대피방법 또한, 주변인 또는 조력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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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매트를 활용한 장애인 피난절차
단계별 내용
(1) 장애인에게 피난을 알림
∙ 장애인에게 피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반드시 침
착하게 진행함
∙ 장애인이 베개를 베고 누워있도록 함
∙ 안전밸트 또는 천을 이용하여 환자를 고정하고 팔은
이불 속에 둠
∙ 안전밸트를 조이되 파고들지 않도록 주의함
(2) 장애인을 바닥으로 내림
∙ 매트의 발 끝부분에 위치한 손잡이를 잡음
∙ 매트를 침대 위에서 회전시킴
∙ 최소 65도 이상 매트를 조금씩 움직여 다리 부분을 바
닥으로 내리고 조심히 침대로부터 분리함

(3) 평지 이동
∙ 매트 다리 부분의 긴 고리를 잡음
∙ 매트를 수평으로 끌어 안전구역으로 이동
∙ 구조요원과 장애인의 시선은 피난 목적지를 향하도록 함

(4) 계단 이동
∙ 평지에서처럼 매트를 끌어 계단으로 이동, 다리 부분이
앞으로 오도록 함
∙ 발을 이용해 매트의 미끄러짐 속도를 조절함
∙ 조금씩 이동하여 장애인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함

(5) 계단 2인 이동
∙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장애인의 경우 계단 이동 시 미끄
러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 처음부터 강하게 제동을 걸면서 계단을 내려와야 함
∙ 추가 도우미를 통해 미끄러짐 제동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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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장애인의 재난 특성과 대응 매뉴얼, 선행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 재
난안전의 지원을 위해서는 첫째, 재난 종류별 장애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안전 신고, 경보 과정에서 DMB 등 특정 매체를 통한 재난안내가 아닌
휴대폰 문자서비스, ARS 통보(시각장애인), TV, 라디오 등 모든 관련 매체를 통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개발된 매뉴얼에 기반한 장애인의 재난 대피 교육, 소방공무원의 장애인의
피난 방법, 소방관리자의 소방대피계획 등에 관한 교육과정과 교육체계가 마련되
어야 한다.
넷째, 개인별 재난대피계획을 실제 수립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소방서 등과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재난 대피계획을 수립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에 약물
복용정보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장애 특성과 재난 유형별 장애인 재난 취약특성 등을 분석해 보면, 재난 상황에
서 장애인의 어려움은 이동의 어려움과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각적 정보습
득의 어려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도우미의 지정 필요성은 모든 장애유형에 필요
하지만, 청각장애의 경우 초기 상황전파 이후에는 스스로 대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도우미를 지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유형별 대응방안을 모두 마
련하기보다는 장애로 인한 재난 대피 제한요소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5개 장애유영 모두가 재난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나,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을 위해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청각장
애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장애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는 지체장애의
특성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재난 취약특성과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도우미 필요성을 제외한 5가지 재난대피 제한요소를 적용하여 재난대응 국민행
동요령을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영유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재난
대피 취약 요소별로 대체피난 방법을 안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과 도우미, 지원인력을 구분하여 매뉴얼에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
며, 지원인력의 경우 구조, 구급 등의 상황에서의 방법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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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1

소방공무원 설문조사 분석

소방공무원 설문조사는 소방공무원이 장애인 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과
경험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권효순, 김
상용, 이소원(2014)의 장애인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현재 담당업무,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한 지원 활동 경험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장애인 관련 교육의 필요 정도, 응급
수어의 필요성, 재난 유형별 장애의 재난 취약특성을 조사하였다.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국 시·도의 소방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소
방업무 직군은 구조, 구급, 상황수보, 안전교육, 기타로 구분되어 있어 직군별 경험
을 비교하는 방법과 직군 구분 없이 같은 조사를 하는 방안 등 관련 조사 문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직군 간의 업무이동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직군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문항을 질문하되, 업무경험에서 직군의
경험을 응답하도록 조사문항을 구성하였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지역은 장애인의 지원경험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불필요한 부분으로 판
단되어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기간은 9월 7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스마트
폰, 컴퓨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2주간의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은 총 329명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의 업무 경험을 살펴보면, 구급이 53.58%(172명), 구조
가 25.86%(83명) 순으로 나타나 구조, 구급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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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업무 경험(N=321)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조

83 (25.86)

구급

172 (53.58)

상황수보

24 (7.48)

안전교육

40 (12.46)

기타

79 (24.61)

전체

398 (123.99)

주: 복수 응답

[그림 3-1-1] 업무 경험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장애인 지원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55.90%(180명)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절반 정도가 장애인 지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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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장애인 지원 활동 경험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있다

180 (55.90)

없다

142 (44.10)

전체

322 (100.0)

[그림 3-1-2] 장애인 지원 활동 경험

지원했던 장애인의 장애유형은 대부분 지체·뇌병변장애인(77.78%, 112명)이었으
며, 발달장애인이 31.25%(45명), 청각장애인 20.83%(30명), 시각장애인 13.89%(20명)
로 나타났다.
<표 3-1-3> 현장 활동 시 지원한 장애인의 장애유형(N=144)
(단위: 명, %)

구분
지체·뇌병변장애
청각장애

빈도 (비율)
112 (77.78)
30 (20.83)

시각장애

20 (13.89)

발달장애

45 (31.25)

기타

5 (3.47)

전체

212 (147.22)

주: 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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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현장 활동 시 지원한 장애인의 장애유형

장애인을 지원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의사소통 곤란
(47.18%, 67명)을 꼽았다. 다음으로 장애유형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38.73%(55명), 관련 장비의 부족이 10.56%(15명)로 나타났다.
<표 3-1-4> 장애인 지원 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분

44

빈도 (비율)

장애유형 및 특성 이해 부족

55(38.73)

관련 장비의 부족

15(10.56)

장애인 구조·구급 방법을 모르는 것

4(2.82)

의사소통 곤란

67(47.18)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0.70)

전체

14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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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장애인 지원 시 가장 어려운 점

재난 등 현장 활동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원의 차이 정도에 대해서는 약 75%
의 응답자가 차이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특히 18.44%(26명)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
고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응답자의 약 25% 정도는 두 그룹 간 차이가 없다고 느끼
기도 하였다.
<표 3-1-5> 현장 활동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원의 차이 정도
(단위: %)

전혀
응답 인원
차이가
(명)
없다
현장 활동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원의 차이

141

6.38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

매우
차이가
크다

18.44

56.74

18.44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24.83

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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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현장 활동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원의 차이 정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구조 시 대처 방법으로, 많은 경우 몸짓(제스처,
55.71%, 78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혹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42.14%, 59명), 사회복지사나 수화통역사와 같은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24.29%,
34명)하기도 하였다. 반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경우(3.57%, 5명)는 아주 드물
게 나타났다.
<표 3-1-6>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구조 시 대처 방법 (N=140)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문가(사회복지사, 수화통역사 등)에 도움 요청

34 (24.29)

가족, 친구, 이웃에 도움 요청

59 (42.14)

스마트폰 앱 활용

5 (3.57)

필담(글쓰기)

29 (20.71)

몸짓(제스처)

78 (55.71)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 (0.71)

전체

206 (147.13)

주: 복수 응답

46

장애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및 지원체계 연구

[그림 3-1-6]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구조 시 대처 방법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구조 과정에서 활용한 의사소통 방법 중 몸짓(제스처)
은 많이 쓰기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었으며,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36.69%, 51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표 3-1-7> 장애인 구조 시 의사소통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단위: 명, %)

구분

빈도(비율)

전문가(사회복지사, 수화통역사 등)에 도움 요청

34 (24.46)

가족, 친구, 이웃에 도움 요청

51 (36.69)

스마트폰 앱 활용

3 (2.16)

필담(글쓰기)

19 (13.67)

몸짓(제스처)

32 (23.02)

전체

13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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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장애인 구조시 의사소통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재난 대비를 위해 작성하는 개인별 의료정보 카드는 그 내용이 고루 필요성을
갖추고 있었다. 그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는 의사소통 수준 및 방법(35.21%, 75
명)이었으며, 주 이용 의료기관이 28.64%(61명), 최근 진료 내역이(18.31%, 39명),
복용 약, 알레르기 정보가 16.43%(35명)로 나타났다.
<표 3-1-8> 개인별 ｢의료정보카드｣ 내용 중 장애인 구조·구급 시 가장 도움 되는 정보
(단위: 명,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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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비율)

주 이용 의료기관

61 (28.64)

복용 약, 알레르기

35 (16.43)

의사소통 수준, 방법

75 (35.21)

최근 진료내역

39 (18.31)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3 (1.41)

전체

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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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개인별 ｢의료정보카드｣ 내용 중 장애인 구조·구급 시 가장 도움 되는 정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70.09%(150명)가 장애인 지원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이 아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식을 습득한 경우가 16.82%정
도로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08%로 나타났다.
장애인 지원 경험 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원 차이점이 크다고 인지하고 있었
으나,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장애인 지원에 대한 교육 실태는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장애인 지원에 대한 교육 경험
(단위: 명, %)

구분

빈도(비율)

교육경험 없음

150 (70.09)

교육경험 있음

28 (13.08)

자료만 봄

36 (16.82)

전체

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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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장애인 지원에 대한 교육 경험

장애인 지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2.92%의 응답자가 장애인 지원 교육이
필요하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필요하고 응답한 비율도 27.36%로 장애인 교육의 필
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표 3-1-10> 장애인 지원 교육 필요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 인원

장애인 지원
교육 필요성

212
(100.0)

50

전혀
매우
필요없다 필요하다
필요없다 필요하다
필요없다
필요하다
1
(0.47)

14
(6.60)

139
(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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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7.36)

15
(7.08)

197
(92.92)

[그림 3-1-10] 현장 활동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원의 차이 정도

교육 필요 정도로 질문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90% 이상이 교육주제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재난 유형별 장애인 구조 방법에 대한 욕구가 필요하다
고 답변한 경우가 96.19%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애인 대상 재난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95.69%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재난 특성 교육이 필요
하다고 답한 비율이 94.23%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낮은 비율의 필요성을 보인
문항은 장애 체험 부분으로 78.37%로 나타났다.
<표 3-1-11> 장애인 재난 지원을 위한 교육 필요 정도
(단위: 명, %)

구분

응답 인원

장애의 정의, 원인,
현황

208

장애유형 및 특성
장애인 편의시설 등
안전한 생활환경

전혀
매우
필요하지
필요하지
필요하다
필요하지 필요하다
필요하다
않다
않다
않다
54

134

18

2

188

20

(100.0) (25.96) (64.42) (8.65) (0.96) (90.38) (9.62)
208

71

125

11

1

196

12

(100.0) (34.13) (60.1) (5.29) (0.48) (94.23) (5.77)
208

63

128

15

2

191

17

(100.0) (30.29) (61.54) (7.21) (0.96) (91.83)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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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애 체험

응답 인원
208

전혀
매우
필요하지
필요하지
필요하다
필요하지 필요하다
필요하다
않다
않다
않다
42

121

40

5

163

45

(100.0) (20.19) (58.17) (19.23) (2.40) (78.37) (21.63)

210
58
135
16
1
193
17
보조공학기기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100.0) (27.62) (64.29) (7.62) (0.48) (91.90) (8.10)
장애인 인권
장애유형별 재난
특성
재난 유형별 장애인
구조 방법
장애인 재난 교육방법

207

84

110

11

2

194

(100.0) (40.58) (53.14) (5.31) (0.97) (93.72) (6.28)
209

78

122

8

1

200

9

(100.0) (37.32) (58.37) (3.83) (0.48) (95.69) (4.31)
209

96

104

8

1

200

9

(100.0) (45.93) (49.76) (3.83) (0.48) (95.69) (4.31)
210

80

122

7

1

202

8

(100.0) (38.1) (58.1) (3.33) (0.48) (96.19) (3.81)

[그림 3-1-11] 장애인 재난 지원을 위한 교육 필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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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구조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단어 혹은 문장에
대해 응급 수어(수화)로 정의하고, 이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89.62%(190명)의 응답
자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표 3-1-12> ‘응급 수어(수화)’ 필요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 인원

필요하다

필요없다

‘응급 수어(수화)’ 필요성 여부

212
(100.0)

190
(89.62)

22
(10.38)

[그림 3-1-12] ‘응급 수어(수화)’ 필요성 여부

응급 수어의 필요성과 더불어 응급상황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문장에 대해 개
방형 질문 결과 ‘어디가 아프십니까?’가 가장 많은 157명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
로 ‘다니던 병원은 어디입니까?’가 6명이 응답하였다. 기타 내용으로는 ‘손을 움직
일 수 있습니까?’, ‘호흡하기 괜찮으십니까?’ 등으로 답변하였다.
개방형 질문을 통한 답변이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불편하세요?’
등의 같은 의미의 문장은 ‘어디가 아프십니까?’의 문장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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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응급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장

이동의 어려움, 수직(계단) 이동의 어려움, 의미소통의 어려움, 시각 정보 취득의
어려움 등 장애인의 재난 취약 특성 다섯 가지 중 재난 발생 후 대피 시 가장 치명
적인 취약성을 조사한 결과, 이동의 어려움을 1순위로 꼽은 경우가 56%(98명)에 달
하였다. 다음으로 의미 소통의 어려움이 19.67%(36명), 시각 정보 취득의 어려움이
10.94%(21명)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수직(계단) 이동의 어려움이 39.66%(7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토대로 재난 상황에서 우선 재난 발생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과 재난
경보 및 관련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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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3> 재난 발생 시 장애인 재난 취약특성의 우선순위
(단위: 명, %)

구분
이동의 어려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전체

98

22

12

18

25

175

(56.0) (12.57) (6.86) (10.29) (14.29) (100.0)

수직(계단) 이동의 어려움
의미 소통의 어려움
음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각정보 취득의 어려움

16

71

34

33

25

179

(8.94) (39.66) (18.99) (18.44) (13.97) (100.0)
36

33

65

28

21

183

(19.67) (18.03) (35.52) (15.3) (11.48) (100.0)
13
37
36
74
24
184
(7.07) (20.11) (19.57) (40.22) (13.04) (100.0)
21
21
39
25
86
192
(10.94) (10.94) (20.31) (13.02) (44.79) (100.0)

재난 유형별 대피의 저해요인이 되는 취약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역시 모든
유형에서 이동 취약성이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동 취약성이 전반적
으로 28~36%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수직(계단) 이동 취약성이 전반적으
로 17~23%의 비율을 보였다. 한편 음성 의사소통의 취약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비
율을 나타내었는데, 음성 의사소통 가능성이 재난 대피에 결정적인 저해 요인이 아
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14> 대피의 저해요인이 되는 장애 특성
(단위: 명, %)

구분

태풍‧호우
자연
재난

대설

수직(계단)
음성
시각정보
이동에
의미 소통에
이동에
의사소통에 취득에
어려움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있는 장애인
있는 장애인
있는 장애인있는 장애인

전체

168

112

77

57

77

491

(34.22)

(22.81)

(15.68)

(11.61)

(15.68)

(100.0)

161

102

71

41

71

446

(36.1)

(22.87)

(15.92)

(9.19)

(15.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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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진
황사
산사태
철도‧지하
철 사고
화재
산불
사회
재난

건축물
붕괴
가스사고
정전
전기사고
응급처치
낚시안전
물놀이
안전

생활
안전

산행안전
교통사고
승강기
안전사고
미세먼지

56

수직(계단)
음성
시각정보
이동에
의미 소통에
이동에
의사소통에 취득에
어려움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있는 장애인
있는 장애인
있는 장애인있는 장애인
167
107
75
53
79
(34.72)

(22.25)

(15.59)

(11.02)

(16.42)

전체
481
(100.0)

103

63

78

42

78

364

(28.3)

(17.31)

(21.43)

(11.54)

(21.43)

(100.0)

167

105

69

50

81

472

(35.38)

(22.25)

(14.62)

(10.59)

(17.16)

(100.0)

160

114

75

59

79

487

(32.85)

(23.41)

(15.4)

(12.11)

(16.22)

(100.0)

172

120

79

71

92

534

(32.21)

(22.47)

(14.79)

(13.3)

(17.23)

(100.0)

163

101

76

53

88

481

(33.89)

(21.)

(15.8)

(11.02)

(18.3)

(100.0)

168

118

73

61

83

503

(33.4)

(23.46)

(14.51)

(12.13)

(16.5)

(100.0)

163

106

79

65

84

497

(32.8)

(21.33)

(15.9)

(13.08)

(16.9)

(100.0)

148

101

87

61

76

473

(31.29)

(21.35)

(18.39)

(12.9)

(16.07)

(100.0)

148

98

86

66

78

476

(31.09)

(20.59)

(18.07)

(13.87)

(16.39)

(100.0)

132

86

107

71

72

468

(28.21)

(18.38)

(22.86)

(15.17)

(15.38)

(100.0)

129

87

87

50

64

417

(30.94)

(20.86)

(20.86)

(11.99)

(15.35)

(100.0)

136

94

91

59

82

462

(29.44)

(20.35)

(19.7)

(12.77)

(17.75)

(100.0)

144

100

82

57

67

450

(32.)

(22.22)

(18.22)

(12.67)

(14.89)

(100.0)

146

88

91

70

85

480

(30.42)

(18.33)

(18.96)

(14.58)

(17.71)

(100.0)

142

103

89

62

78

474

(29.96)

(21.73)

(18.78)

(13.08)

(16.46)

(100.0)

102

71

85

41

63

362

(28.18)

(19.61)

(23.48)

(11.33)

(17.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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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대피의 저해요인이 되는 장애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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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점집단 인터뷰(FGI)

장애인 재난 체험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체험관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
로 초점집단 인터뷰(FGI) 진행하였다. FGI 참여 인원은 총 4명으로, 안전체험관뿐
만 아니라 소방 관련 기관 종사 기간이 8년에서 18년 7개월로 장기간의 근무 경력
을 가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재난 체험 및 교육 지원의 경험을 가진 소방공무원에게
장애인 재난 체험 및 교육의 필요성과 한계점을 묻고, 제공인력의 입장에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재난 체험 및 교육
환경에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3-2-1> FGI 참여자 현황
구분

소속

성별

종사기간

A

안전체험관

남성

18년 7개월

B

안전체험관

남성

18년

C

안전체험관

남성

13년

D

안전체험관

남성

8년

1) 장애인 재난 체험 및 교육의 한계점
체험관의 소방공무원들은 장애인이 체험관을 방문하는 경우 먼저, 장애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진행 시 장애유형별로 몇 가지 어
려움이 나타나는데, 지적장애인의 경우 인지나 이해 정도가 낮기 때문에 교관의 설
명이나 안내사항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인솔에 어려움을 겪게 된
다. 신체장애인은 이동의 제한으로 체험관 시설이나 각 체험장(재난유형별 체험실)
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은 듣거나 보지 못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교관의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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Ｂ：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노력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지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인지 자체를 못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지 자체를 이해 못하시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하고 체험을 하더라
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지 않
습니까. 그걸 100% 하시는 분들이 그 중 없으세요.
Ｃ：지적 자폐성 장애인분들은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는지 우선 모르시고 무엇을 해야 하
는지도 모르셔서 저희가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세
요. 한 명씩 같이 오시지만 인솔자분들도 같이 들어가서 체험을 같이하고 있는데 지진
같은 경우는 밑에 숨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Ｂ：우리 시내버스 타면 저상버스가 올라와서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좋
죠. 애초부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안에
서 그런 체험을 못 하시면 밖에서 보면서. 어차피 영상에는 다 나오거든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 체험그룹마다 주어진 체험시간이 있는데, 비장애인의 경우 시간 내 체험이 가
능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설명과 체험, 이동에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에 충분하게 체험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Ａ：제가 볼 때는 여기는 체험장이고 전문 장애인 교육장이 아니다 보니깐 뒤에 또 다른
스케줄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분들을 그 시간 안에 계속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깐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한 체험을 하더라도 제대로 다
인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건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2) 소방공무원 대상 장애 이해 교육 필요성
참여자들은 모두 장애 이해 교육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체험관
의 경우 교관들이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기는 하나,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장애 특성, 장애유형별 행동 특성과 같은 기
본적인 교육은 물론 장애인을 대하는 방법이나 조심해야 할 언행, 장애인이 가지는
재난 체험 및 교육 욕구, 관련하여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청취 등 장애인을 대면하
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장애인 관련 정보 취득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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Ｂ：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고 어떤 성향을 가지
고 있고 이런 것들도 스스로 많은 교육이 필요해요. (중략) 제가 볼 때는 이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조심해야 할 점 또 그분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행동을 하실 때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스킬 같은 것들도 자주 교육을 받았으면 싶어요.
(중략)
여러 가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장애에 따른 그분들의 특성이라 할
지 그분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성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개개인 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 특히 시각장애인이신 분들은 어떤 것이 민감하다 할지, 이러한 것
은 피해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라든지 상세하게 교육이 필요해요. 또 청각 장애인
들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지 또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일지 그런 것들을 교육상에서 하게 되면 저희도 그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긴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배우기 때문에 잘 안 돼요.
Ｃ：(지적·자폐성 장애인 대상 체험 교육 중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거나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도 항
상 고민은 하고 있었거든요. 할 때마다 들어 갈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말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깐 저는 그게 고민이
었고요.
Ｄ：지적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소리를 갑자기 지르신다거나 돌발행동을 하거나 무서
우면 주먹이 나온다거나 돌발행동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경계하고 있거든요.
Ａ：시각장애인 교육을 진행하면서 막연하죠. 막연한데 여러 번 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만져보고 싶어 해요. 제가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분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뭘 만질까 이
런 생각 했거든요. 그러면서 소화기를 한번 직접 만져보고 싶다 해서 저희가 체험관에
중간에 가보면 약재를 다 비워놓고 소화기를 가져다 놓고 체험관 소화기라고 써 논
이유는요.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 계기가 시각
장애인분들이 만져보고 싶어 하는데, 그냥 막 만져볼 수 있도록 가져다 놓은 거거든
요. 장비를 뽑든 뭘 잘 못 눌러도 나갈 염려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외형만이라도 실제 모양을 만져 볼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들이 원하는 것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교육
을 원하는지를 저희가 듣고 싶어요. (중략) 그 분들이 요구하는 교육이 어떤 건지 이
런 것들을 청취해서 그런 것들만이라도 한번 해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3) 장애인 재난 체험 및 교육 환경의 개선방안
참여자들은 장애인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재난 상황을 체험해 보
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재난
체험 및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첫째, 설명적 방법보다 체험이 더욱 효과적이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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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이나 촉각으로 사물, 상황에 대해 인지하기 때문에 재난이라는 낯선 상황에 대
한 궁금증 해소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촉각, 체험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해가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설명을 길게 하여 이해를 돕기보다 직접 몸으로 느끼
면서 체득할 수 있도록 체험의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Ｃ：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 동선에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고 설명보다는 체
험 위주로 행동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깐 설명시간을 줄여서 행동을 많이 하게끔 하
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몸으로 느끼게끔 해왔기 때문에 하
면서도 매년 한 번 정도는 오셔서 몸으로 체험하는 게 이분들에게 남아있을 거라고
봐요.

둘째,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효과적이다. 이해정도가 낮은 지적·자폐성 장애
인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재난 상황과 대응 방법에 대해 조금씩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이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꾸준히 훈련을 통해 대응·대피 방법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Ｂ：(중략) 꾸준히 주기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잊어먹어요. 배워도 잊어버리는데 그분
들도 마찬가지인데. 체험이라는 게 몸에 밸 수 있도록 하는 게 체험이다. 몸에서 바로
반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거 외에는 좋은 게 없다고 봐요.
Ａ：그분들이 자주 오게 되면 달라지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흔들릴 때 ‘아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반복학습이라는
게 지금 당장 반복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속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셋째, 장애인에게 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은 재난 취약
성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높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더욱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체험관 등을 통한 장애인 재난 교육 및 체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안전체험관은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청소년들의 재난 안전 교육을 먼저 예
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재난 취약성 및 교육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며,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역시 높은 재난 취약성과 교육 필요성이 크
기 때문에 교육 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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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현재 재난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 60분에서 100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체
험 시간을 장애인의 경우 다소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체험실 이동, 설명
시간, 체험 시간 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게는 체험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이용자의 교육 효과 향상을 꾀할 수 있다.
Ｃ：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인은 여기 오셔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시간을 할애해 드리는 편이
에요. 그래서 비장애인보다 조금 천천히 운영할 수 있게끔 다른 체험장 하고 간격을
둬서 충분히 갈 수 있게끔 하고 있어서 이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Ｂ：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
지 않나 생각해요.
(중략)
장애인분들을 위한 코너를 지금까지는 사전예약을 하시는 분께 우선 예약을 직접 연
락을 해서 예약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하는 것 외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 그런 시설관계자분들이 사실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체
험관을 예약해서 오픈되면 바로 오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한편이죠. 그분들은 교육청에서 저희들하고 MOU를 맺어서 우선예약을 해주고 학
생들도 우선으로 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되어있기 때문에.

넷째, 재난 교육 및 대응 시 장애인 조력자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안전
체험관에서 발달장애인이나 시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은 활동보조인, 수화통역
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조력자와 함께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조력자
는 장애인과 체험관 교관 사이의 중간자로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에 큰 도움이
되며, 그만큼 재난 교육 시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력자
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이기 때
문에 참여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재난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재난이 발생하여 대응함에서도 조력자가 제 임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훈련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 장애인이 체험하기
에 안성맞춤인 안전체험관이 없을뿐더러 현실에서의 재난은 꾸며지지 않은, 장애
친화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장애물이 산재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체험 가능한 체험장(체험실)은 지속해서 개발하되, 현재의 공간에서 어떻
게 재난에 대응하고, 대피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현실 속 재난에
서 조력자 등 주변인은 어떻게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할 것인지 협력 대응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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Ｂ：(청각장애인에게는) 영상 중에서도 옆에서 수화로 하는 게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하므
로. 시각은 이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화로 영상이 있고. 저희가 수화까지는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인솔자분들께서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해주셔
요.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설명을 해주고 교육을 해요.
Ｃ：오실 때마다 한 명의 인솔자가 있으신 경우는 저희가 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대부분
시각장애인분들은 한 명의 인솔자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고요.
Ｃ：휠체어 타는 아이가 오긴 왔는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가장 많이 활용하
잖아요. 가벼운 사람들은 인솔하는 선생님들이 업어서 한다거나 저희 밑으로 내려가는
지하철 지름길이 또 있거든요. 2층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목적 홀에서 엘리베이
터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계단 한 10개만 정도 못 미치게 내려가면 바로 입장이 가
능해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Ａ：사실 불이 났다고 생각하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쓸 수가 없다고 가정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중간에 멈춰버리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기(체험관)에서
그분들(장애인)이 할 수 있도록 공간적인 거를 못 했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일지도 모
른다는 거죠. 밖에 나갔을 때.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분들하고 체험을 못 하는 게 아
니라. (중략) 그래서 저는 ‘어느 거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찌 보면 편견을 가진 질
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할 수 있는 데 이게 또 다 해야 하는 건데 내가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깐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굳
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중략)
무조건 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가 아니라 일부만 해서 일부는 저것처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체험하러 오는 사람이 단순히 봉사 활동하러
오면서 체험을 하면서 따라다니기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냥 인상 쓰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 활동보조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밖에 안 하는지. 여기는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서 체험을 하는 건데 정말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저렇게 경사로만 찾을 거냐. 나는 휠체어를 들고 넌 뭘 할 거라는 이런 역할
분담을 왜 안 하고 왜 체험을 하러 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한
적 있거든요.

다섯째, 체험관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보행 이동이 어려운 장애
인도 체험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차로 체험관까지 접근 가능한 곳에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개선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Ｂ：제가 볼 때는 설계단계부터 고려하고 시설 자체에 반영을 해서 그 자체를 뽑아내는
게. 비장애인들이야 관계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
계단계부터 반영해서 설계하고 건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한번 설치하고 나면 유지관리가 상당히 힘들
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Ａ：다음에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생긴다면. 공원에 짓는 것들은. 장애인을 위
한 별도시설이 생긴다면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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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설문조사를 통해 329명의 소방공무원 중 약 56%가 장애인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고 응답했으며, 장애인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의사소통하기 어려
운 점과 장애유형 및 특성을 알지 못하는 점을 어려움으로 이야기했다. 이러한 어
려움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과정은 75%의 소방공무원이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다
고 응답하였다.
응급상황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개인별 의료정보카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에
서도 의사소통 수준과 방법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다음으로 주 이용 의료
기관, 최근진료내역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0%의 소
방공무원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경험이 없으며, 자료만 본 경우는 16%이다. 그 때문
에 소방공무원의 92%가 장애인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방공무원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과 대화하기 위해 응급 수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89%였다. 장애인이 재난에 취약한 이유는 이동의 어려움과 의사소통
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다.
재난 유형별 대피 저해요인은 이동의 취약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각장애
인과 같이 음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재난 대피의 저해요인은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안전체험관에서 장애인 체험의 어려움은 교관의 설명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와 소방공무원이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였다. 안전체험관이 개선되
어야할 주요 내용은 설명보다는 체험이 효과적이며, 반복적인 체험을 통해 몸에 익
히는 과정이 필요하며, 장애인은 교육의 시간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력자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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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난 지원

장애인의 재난 특성과 대응 매뉴얼, 선행연구, 소방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 재난안전의 지원을 위해서는 첫 번째, 재난 유형별 장애인 지원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난 유형별 지원방안은 기존에 개발된 책자 형태의 매뉴얼과
더불어 모든 장애인이 간편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의 국민행동요령
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기존 매뉴얼은 재난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
등을 종합해서 안내하고 있지만, 자료가 많아 장애인이 자료를 모두 보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1~2장 수준의 국민행동요령을 보고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
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4-1-1]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행동요령 –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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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애인이 재난안전에 직접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재난안전 교육,
체험, 훈련의 과정이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재난안전 교육은 학교, 복지관 등을
주심으로 교육이 이루어 져야하며, 재난을 체험할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안전체험
관 등을 통해 실시되는 재난체험은 재난 발생의 위험성과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행동요령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재난 체험 이후에는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재난을 이해하고, 실제 재난 상황을
모의 경험해보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반복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
정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모두 같은 과정이 될 것이다.
셋째, 재가장애인이 가정 내에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재난 대피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개인별 재난대피계획의 실제 수립은 동주민센터, 소방서 등
과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재난 대피계획을 수립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에
약물복용정보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모든 250만이 개인
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1차 대상은 장애인 중에서도 재난에 가장 취약한 활동지원대상자
6만여명이 되어야 한다. 2차 대상은 중증장애인 90만 여명이며, 최종으로는 250만
장애인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개인별 재난대피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복약기록, 진료병원 등의 정보연계 등이 필요한 장애인은 개인 동의
과정을 통해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다수의 장애인이 생활하게 되는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
인 근로 기업 등은 재난대피계획을 수립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기관은 정
기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며, 장애인
개개인의 재난 특성을 파악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대피방안을 반복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을 장애인에게 알리고, 소방공무원이 장애인
을 구조, 구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난 상황을 전파
하기위해서는 DMB 등 특정 매체를 통한 재난안내가 아닌 휴대폰 문자서비스, ARS
통보(시각장애인), TV, 라디오 등 모든 관련 매체를 통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구조, 구급, 이송 등의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기초적인
의사소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완전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구급,
이송 등의 과정에 필요한 장애인의 약물복용 기록, 진료병원 등의 응급정보가 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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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취약 특성별 재난 대응

2

장애 특성과 재난 유형별 장애인 재난 취약특성 등을 분석해 보면, 재난 상황에
서 장애인의 어려움은 이동의 어려움과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각적 정보
습득의 어려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도우미의 지정 필요성은 모든 장애유형에
필요하지만, 청각장애의 경우 초기 상황전파 이후에는 스스로 대피가 가능하기 때
문에 별도의 도우미를 지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유형별 대응방안을
모두 마련하기보다는 장애로 인한 재난 대피 제한요소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15개 장애유영 모두가 재난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나,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을 위해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발달장
애인, 청각장애인이 주요 대상이 된다. 그 외의 장애유형은 4가지 재난 상황의 장
애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내부장애인은 재난 상황에서는 지체장애의 특성에 포
함될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재난 취약특성에 포함될 수 있
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장애유형의 재난 특성을 재분류해 보면 이동 어려움,
계단이동 어려움, 의사소통 어려움, 음성 의사소통 어려움, 시각정보 취득 어려움
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도우미 필요 여부가 추가로 요구된다.
<표 4-2-1> 장애로 인한 재난대피 주요 제한 요소 및 도우미 필요성
이동

구분

의사소통
시각정보
도우미
계단(수직)이 의사소통 음성 의사소통취득 어려움 필요
이동 어려움
동 어려움
어려움
어려움

지체장애

●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

●

●

●

●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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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구분

의사소통
시각정보
도우미
계단(수직)이 의사소통 음성 의사소통취득 어려움 필요
이동 어려움
동 어려움
어려움
어려움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15개 장애유형 5개 유형 재난 취약특성에 정확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며, 지체장
애인의 경우에서 상지절단으로 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장애
인이다. 지체장애인이 모두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지말고, 장애로 인한 주
요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별 재난대피계획 수립이 필요하
며, 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신의 재난 취약특성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1) 이동의 어려움
주요대상 : 전신마비 장애인 및 노인, 자력으로 휠체어 등을 타지 못하는 장애인
및 노인
필요사항 : 소방공무원의 우선 구조, 재난 상황 조력자를 지정 및 조력자 대피교육,
건물 또는 인근지역 재난 발생 시 정보 전달
수평이동의 어려움은 주로 지체장애인에게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모든 이동이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화재사고 등에서 주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와상장애인이 주요 대상이 된다. 누워있거나, 전신마비 장애인일 경우 수면
시 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을 경우 이동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장애인의
경우 화재, 지진 등 모든 재난 상황에서 가장 우선해서 대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재난 지역에 장애인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소방공무원에게 가장 우선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이 구조하는 상황에서도 1명이 아닌 2명 이상이 함께 구조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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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해야 한다. 와상장애인의 경우 경직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인해 1명의 소방대원
이 구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경직형 사지마비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을 업고 구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안을 경우 경직으로 인해 이동 시 낙상사
고 등의 2차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2) 계단이동 어려움
주요대상 :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노인, 클러치 이용 장애인 및 노인
필요사항 : 건물의 대피공간 확보, 계단이동 보조장치, 소방공무원의 우선구조,
건물 또는 인근지역 재난 발생 시 정보 전달
수직 이동의 어려움은 휠체어를 타거나, 클러치를 집고 이동하는 등의 수평 이동
은 가능하나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다. 화재,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단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계단을 이용하
지 못하는 장애인일 경우 건물의 2층 이상에 있으면 대피하지 못하게 된다. 계단이
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있으면 건물 내에 계단을 이용한 대피가 가능한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3) 음성 의사소통 어려움
주요대상 : 청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구어장애가 있는 노인
필요사항 : 재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각재난 상황 전달, 진동 재난 상황 전달,
응급수어, 조력자 의사소통 지원
음성을 통해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청각장애인이거나, 뇌병
변 장애인 등이 주요 대상이다. 수화나 문자로 대화할 경우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으로 청각장애인은 응급수어를 지정하여 소방공무원
과 장애인이 의사소통하도록 한다. 뇌병변 장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말하는
속도가 느려 응급상황에서는 대화가 어려운 경우이다. 뇌병변 장애인 중 음성 의사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조력자를 지정하여 빠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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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미 의사소통 어려움
주요대상 : 발달장애인, 인지적 뇌손상이 있는 노인
필요사항 : 재난 상황 대피 지시, 재난 상황 인식교육, 관련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주로 발달장애인이 대상이 되는 특성으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문장이나,
3~4의 의미나 지시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직관적으
로 이해될 수 있도록 짧고 쉬운 단어를 사용해 의사소통이 이루어 져야 하며, 대화
시 대화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난 발생상황에서는 ‘불났으
니까 대피해’라는 지시보다는 ‘불났으니까 운동장으로 나가’와 같이 명확한 장소와
지시사항이 포함된 언어를 사용하여 지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시각정보 취득 어려움
주요대상 : 시각장애인, 저시력 노인
필요사항 : 대피 시 조력자와 함께 대피, 건물의 대피로 안내
시각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며, 국내 비상구 등 대피로를 안내하는 방법이 모두 시
각정보를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대피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대피과정에서 화재, 비상상황 등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습득하기 어려워 정해진 대
피경로를 벋어나 대피해야 할 경우 대피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대피 시 조
력자를 지정하거나, 건물의 대피경로를 평소에 익힐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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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행동요령은 재난 및 비상시 행동하는 과정을 필수과
정에 대해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안내자료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재난과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단지 1~2장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였으
며, 자료배포를 A4용지에 누구나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국민행동요령은 재난대비,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
전, 전시대비로 5개 분류로 구성된다. 자연재난은 자연 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하는 것으로 태풍‧호우, 낙뢰, 폭염 등 13개 분류로 구성되며, 사회재난은 인간의
잘못,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양오염사고, 대규모 수질오염, 식용수 등으
로 22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생활안전은 재난발생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할 수 있는 기술 등을 명시한 것으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등 총 36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전시대비는 분
단국가로 북한과의 전시 발생을 대비한 방안이다.
73개의 재난 유형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가 제작하고 있으며, 제작되
는 국민행동요령은 장애 통합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야
재난대비

자연
재난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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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⑪

⑬

재난대비 준비
태풍‧호우
낙뢰
폭염
가뭄
대설
한파
지진
지진해일
화산폭발(화산재 낙하 시)
황사
산사태
적조
재선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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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환경부(행정안전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산림청

분야

재난유형
① 해양오염사고

환경부

③ 식용수

환경부

⑤ 가축질병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⑥ 감염병 예방

보건복지부

⑦ 철도‧지하철 사고

국토교통부

⑧ 방사능 누출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⑨ 화학물질사고

환경부

⑩ 화재

소방청

⑪ 산불

산림청

⑫ 건축물 붕괴

국토교통부

⑬ 댐 붕괴

수자원공사

⑭ 가스사고

가스안전공사

⑮ 정전

산업통상자원부

⑯ 전기사고

산업통상자원부

⑰ 유도선 사고

행정안전부

⑱ 테러발생시

국무조정실

⑲ 전력수급 장소별

생활
안전
(36개)

해양수산부

② 대규모 수질오염
④ 공동구재난

사회
재난
(22개)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⑳ 도로터널사고

국토교통부

㉑ 접경지역 홍수발생

수자원공사

㉒ 해양선박사고 안전

해양수산부

① 응급처치

소방청

② 심폐소생술

소방청

③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소방청

④ 소화기 사용법

소방청

⑤ 소화전 사용법

소방청

⑥ 식중독

식품의약품안전처

⑦ 수상레저기구 이용시 안전수칙

해양경찰청

⑧ 낚시안전

해양수산부

⑨ 물놀이 안전

행정안전부

⑩ 산행안전
⑪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국립공원관리공단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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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재난유형
⑫ 공연장 안전

문화체육관광부

⑬ 실종유괴 예방

경찰청

⑭ 성폭력 예방

경찰청

⑮ 학교폭력 예방

교육부

⑯ 교통사고

국토교통부

⑰ 승강기 안전사고

행정안전부

⑱ 어린이 생활속 안전수칙

한국소비자원

⑲ 독성해파리 대처법

해양수산부

⑳ 자살예방

보건복지부

㉑ 자전거 안전수칙

행정안전부

㉒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처법

금융감독원

㉓ 해외여행 안전수칙
㉔ 야영장 안전수칙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㉕ 수돗물 단수시 안전수칙

국토교통부

㉖ 지역축제 안전

행정안전부

㉗ 농기계 안전

농촌진흥청

㉘ 계량기 동파사고

환경부

㉙ 가스안전수칙

가스안전공사

 대설, 태풍‧호우시 고속도로 안전운전 수칙

한국도로공사

 제2차 교통사고 예방 안전수칙

한국도로공사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안내

한국공항공사

 철도이용객 안전수칙

한국철도공사

 철도역 이용 안전

교통안전공단

 미세먼지
㊱ 생활속 전기안전요령
전시대비

소관부처

① 전시대비 국민행동 요령

환경부
전기안전공사
행정안전부

73개의 국민행동요령은 각 재난·안전 상황에서 국민이 대비해야 하는 방안을 자
료 1장에 간략히 표현하고 있으며, 총 6~9개의 개별 그림과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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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행정안전부의 국민행동요령

기존 국민행동요령의 설명은 발달장애인과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와 표현
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화재 발생 시 건물에서 대피하세요’와 같은
문장은 ‘불이 났을 때 건물 밖으로 나가세요’와 같이 쉬운 단어와 구어체 방식의
문장표현이 효과적이며, 문장에서 2~4개의 지시사항을 혼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읽기 쉽게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5가지 재난 취약특성별 행동요령을 추가 설명하
여 장애인과 노인, 영유아 등도 재난 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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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디딤돌 연계 개인별 대피계획 및 신고

1) 안전디딤돌 앱 연계 개인별 대피계획
장애인의 현재 위치, 의료정보카드 작성, 조력자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신문
고 앱의 개편을 통해 가능하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개인이 관련 설정을 하고, 설정
한 장애인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장애인에게 일괄적으로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개인의 선택권
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할 방안이다. 장애유형 중 경증장애인이 70%에 가까운 상황
에서 장애로 인해 특별한 재난 취약특성이 없는 경우에 재난 안내는 불필요하게
된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등록한 장애인은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해당 장애인이 위험지역내에 있으면 소
방공문원이 구조를 위해 출동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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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안전지킴이 앱의 개선방안은 앱의 환경설정에서 개인정보동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응급알림(구조) 설정
위치정보 수집 동의

□

응급상황 알림

□

의료정보 연계

□

재난 취약특성
이동의 어려움

□

계단이동 어려움

□

음성 의사소통 어려움

□

의미 의사소통 어려움

□

시각정보 취득 어려움

□

조력자
조력자1 : 이름 (
연락처 (
조력자2 : 이름 (
연락처 (

) 전화번호 확인
)
) 전화번호 확인
)

자동 119 신고
응급상황 자동신고

□

- 기기연결

환경설정의 위치 정보 수집 동의는 재난 상황 시 장애인이 재난위험 지역에 있는
지를 확인하고 구조 등의 상황에서는 구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
이다. 의료정보 연계는 장애인의 실시간 의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
(open API)하여 투약 정보와 주로 다니는 병원 등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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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어렵더라도 응급처치와 빠른 병원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정이다.
재난 취약 특성은 장애인 당사자가 재난에 어떠한 취약 특성이 있는지를 기록하
는 체계로 5가지의 재난 취약특성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안전디딤돌 앱의 환경설정을 변경하고 변경된 정보를 U-119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 5가지 재난 취
약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극적
안전대비가 아닌 적극적인 안전대비를 통해 장애인과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
킬 수 있도록 한다.

2) 재난 발생 신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 신고는 앱, 문자,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응급 알림 등의 간단한 터치만으로도 신고될 수 있어
야 한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간편 신고와 생체신호 감지 및 응급상황 감지기를 통
한 자동신고가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지킴이 앱을 통해 자신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자동신고가 될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자동 신고는 스마트밴드, 심장
박동 체크기 등을 통해 자동신고가 되도록 한다. 자동신고는 향후 휴대용 산소포화
도 측정장치, 비침습 혈당측정장치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생명을 지킬 방안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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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애인 재난 교육

1

장애인 재난대응 교육 과정

1) 안전체험관 장애인 재난 교육
여러 재난사고를 목격하면서 국민 스스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
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는 국민안전의식의 변화는
사회적 안전욕구를 증대시켰고,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수요도 많이 증가하였
다.(2016.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체험관은 155개소(2016.9. 기준)가 있다. 이
들 체험관 중 전용면적 900㎡ 이상 중·대형 체험관은 37개소이다.
<표 5-1-1> 표 전국 중·대형·특성화 안전체험관 현황2)
구분

개소

체험실 면적

체험공간 수

대형체험관

12

1,500㎡ 이상

6개 이상

중형체험관

18

900~1,500㎡

3~5개

1,500㎡ 이상

해양/항공/산업 등
체험공간 운영

특성화체험관

7

정부는 자녀들과 함께 가상지진을 직접 체험하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생동
감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국민안전체험관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8개소를
신규 건립할 예정이다(2016. 국민안전처, 정책설명자료). 또한, 교육부, 해양수산부
등이 총 14개의 중·대형 안전체험관을 건립 중이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에 관한 기본계획’에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 정책
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2020년까지 전국의 중·대형 안전체험관은 현재 37개에서 59개로 증가하
게 된다. 대형·특성화 체험관은 연간 144,000명, 중형 체험관은 108,000명이 체험
할 수 있다.

2) 2016. 국민안전처, 정책설명자료, ‘국민안전체험관 신규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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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중·대형 안전체험관 현황(*현행 37개소에서 2020년 59개소로 확대)

하지만 각 부처나 자치단체별로 안전체험관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체험시설이 표
준화되지 않고 일부 체험 콘텐츠의 품질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국민
안전체험관 건립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신축·증축되는 안전체험관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토록 권장하였다. 체험실 전용면적 1,500㎡ 이상, 6개의 체험공간, 10
개의 필수 체험실(지진, 태풍, 화재, 화생방, 교통, 붕괴, 응급처치 등), 체험 인원
일 최대 480명(연 144,000명)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장애인 재난안전 대비를 위
한 구체적인 필요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안전체험관의 설치 현황에서도 총인구수 약 5,017만 명 대비 중·대형 체험관이
인구 167만 명당 1개소 수준으로 일본과 비교시 체험관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2016, 국민안전처 정책설명자료).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장애인도 똑같이 피해
를 보기 때문에 일본 혼조 방재관에서는 장애유형별로 이용이 가능한 재난체험관
을 운영하고 있다. 4D와 3D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고
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험 시 비장애인의 50% 인원(비장애인 30명, 장애인
15명)으로 조 편성을 하여 참여토록 한다. 지진체험장에는 경사로와 같이 체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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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비장애인과 똑같은 강도의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2017. 제2
차 장애인 안전 정책토론회, 회의자료). 이와 같이 비장애인과 동일 수준의 참여를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참여와 이동 동선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현재 기존의 안전체험관은 공공건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적
용 이전에 설계된 건물들로 비장애인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시설 측면은 양호한 상
태지만, 교육프로그램 운영상에 있어서 이동 동선이 장애인의 필요에 적합하지는
않은 경우도 다수 있다. 이것은 안전체험관의 건립 시 부터 장애인이 체험에 적합
한 운영방법을 고려하고 향후 체험프로그램 내용의 변경에 따른 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효과적인 장애인 재난대응 교육을 위해서는 외형적인 안전체험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제로 교육하는 인력도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방화
협회(NFPA)는 화재안전교육사(Fire Safety Educator)가 장애가 있는 아동을 교육할
때 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은 모든 아동에게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일반적 안전에 관한 사항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장애가 있는 아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장애인식교육(Disability
Awareness Training)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한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안전
체험교육시설의 운영과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사
점으로 제시하였다.3)
첫째,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조: 강사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안
전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면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
방관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화재, 구조, 구급, 안전사고 사례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
의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담당
하는 소방관은 화재와 재난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과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
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안전교육에 사용하는 콘텐츠의 개발과 제작을 위한 지원이 필요: 일부 소
방안전체험관의 안전교육에 사용되는 영상이 수년간 사용되어 교체가 필요하나,
3) 2016.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제49호, 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과 운영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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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제작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교체가 어려움 실정이다. 또한, 안전교육 관
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의 수가 적고 영세하여 소방안전체험관의 안전교육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과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교육 콘텐츠 제작 시 수화를 포함하는 영상
자료, 큰 글자체·점자를 사용한 설명서나 교육자료 제공,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4)이나 4D체험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공학적인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안전교육시설을 건립한 후에 공간의 확보를 위한 확장 필요성: 시설의 확
장을 고려하여 건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설의 확장할 필요가 발생한
다. 이점을 고려하여 안전체험교육시설의 확장 가능성을 시설 건립 시에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재난 관련법5) 개정으로 안전교육 영역에서도 재난약자에 포함된 장
애인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의 원활한 안전교육 체험을 위해서는 기존 시설 및 프로
그램에 장애인의 특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지역의 환경과 안전사고의 유형에 특화된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검토할 필
요성 제시함: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시설이
건립되었으며, 지하철안전 체험교육에 특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북 119안전체
험관의 물놀이 안전체험장은 다양한 유형의 수상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역별로 특화된 안전교육시설을 건립하면 다른 지역의
특화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환경이나 과거의
안전사고 사례 등을 반영하여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여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다.
다섯째,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시설을 유지
하고 보수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수준의 예산이 소요된다. 안전교육시설의 안정적
인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며 안정적 운영과 교육을 위해서 안전교육시
설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제시하였다.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충분한 인력이 관
리·교육에 투입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상에 문제로 장애인이 체험시설을
이용할 때는 인솔자나 활동보조인력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4)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오감(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을 자극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얻기 힘들거나
얻을 수 없는 경험을 인공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임(2016. 정준화, 전세계 가상현실의 시장의
전망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제8항: 16.12.29. 안전취약계층의 개념 정의에 장애인 포함 및 국가안
전관리기본계획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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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비상계획(Pre-Emergency Plan) 수립
미국적십자협회(American Red Cross)는 장애인의 재난안전을 위하여 비상계획
(Emergency Plan)에 필요한 사전계획·대안계획·대피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재난 및 응급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며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
애, 발달장애 등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필요(Special Needs)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장애인의 재난 시 적절한 대비를 하기 위해 ①
생존키트(Survival Kit) 준비, ②비상계획(Emergency Plan) 수립, ③정보 습득
(Being Informed)을 강조한다.
장애인 개인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재난 대비에서 중요한 점이다. 효과적
인 재난 시 대응을 위하여 사전에 개인의 능력·한계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필요하
다. 사전비상계획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낮은 능력치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일상생활 필요사항, 이동 시 필요
사항, 대피 시 필요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 재난대비 기관에 연락해서 지역단위 대응계획·대피계획·응급대피소를 알
아두고, 지역단위 소방·경찰서에 정보를 등록해 두어야 필요한 도움이 비상시 신
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앓고 있는 질병이
나 이용 병원 등의 정보를 U-안심콜 시스템에 입력해 놓으면 구급 신고 시 신속한
응급처치나 전문병원 이송에 활용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2016년 기준 34만 명이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신규 등록 및 활용실적은 감소하고
있다(2017. 서울시).
비상계획은 수립과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장애인 가정 내 변화하는 환경에 따
라 기존의 계획도 수시로 수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대안계획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보아 여분의 배터리, 비상전원 공급 장치, 모바일폰 등 연락수단, 추가적
이동이나 의료장비, 다수의 조력자 등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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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미국적십자회 장애인 재난안전 계획 시 고려사항>6)
구분

사전계획수립
(Plan Ahead)

내용
지원체계(Support
Network) 구축

⦁개인별 지원체계구축은 재난 대비에 중요하다.
⦁효과적 재난대처를 위한 자원을 파악한다.

능력·한계(Person
al Assessment)
평가

⦁개인별 현재의 능력과 재난과정에서 필요한 지
원·필요에 대해 파악한다.
⦁사전계획은 예상되는 개인별 가장 낮은 능력치에
기초하여 수립한다.
⦁일상생활 필요에 관한 사항(Check List)
- 목욕이나 몸단장 시 정기적인 도움이 필요합니
까?
- 옷 입기를 위해 보조기가 필요합니까?
- 며칠 동안 물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하겠습니
까?(물을 데울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 독립적으로 음식을 먹고 준비하는데 특별한 그
릇이 필요합니까?
- 지속해서 투석 장비, 리프트 등 전기를 사용하
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전한 보조 전원 공급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 가능한가요?)
⦁이동 시 필요에 관한 사항(Check List)
- 집안의 재난 시 발생한 잔해물을 치우고, 사전
계획된 대피로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나요?
- 특별한 장비가 갖추어진 차량이 필요하거나 접
근 가능한 운송수단이 있나요?
- 식료품, 의약용품 등을 구하는 데 도움이 필요
한가요?
- 활동보조인이 재난에 피해를 보거나 길이 끊어
져 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피 시 필요에 관한 사항(Check List)
- 집이나 사무실을 떠날 때 도움이 필요합니까?
- 경보기에 접근이나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까?
- 만일 전기가 나가거나 경보가 울릴 때 청각적
인 신호에 의존함 없이 독립적으로 대피가 가
능합니까?
- 승강기가 움직이지 않거나 사용이 불가능할 때
다른 비상구(계단, 창문, 램프 등)가 있습니까?

6)http://www.redcross.org/get-help/how-to-prepare-for-emergencies/disaster-safety-for-people-with-disabilities#Plan-Ahead,
자협회, 검색일(2017.9.25.), 번역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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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적십

구분

내용
- 건물을 떠나야 할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합니
까?(문자 전화기나 음성증폭 전화기의 위치를
알고 있으며, 만일 보청기가 스프링클러에 의
해 젖을 경우에도 작동합니까? 통역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재난대응인력들과 의사소통을
합니까?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이나 단어보드
(Word Board)가 없는 경우 어떻게 의사소통을
합니까?)
- 이동 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
까?
- 만일 램프(회전 경사로)가 탈락하거나 건물로부
터 분리되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재난 이후 애완동물을 돌볼 수 있습니까? 또
는 동물을 돌봐 줄 사람이 있습니까?(응급대피
소를 사용할 경우, 애완동물을 돌볼 수 있는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수집(Gather
information)

⦁지역 재난대비 기관에 연락해서 지역단위 대응계
획·대피계획·응급대피소를 알아 둘 것. 당신과
가족이 머무는 직장, 학교, 노인 복지센터, 아동
보호센터 등의 현재 비상계획과 절차를 물어볼
것. 만일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운전을 하
지 않는다면 사전에 개인차량이 없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지역단위 계획을 무엇인지 파악
한다.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역단위 소
방·경찰서에 정보를 등록해 두어야 필요한 도
움이 비상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음. 활동보조
인에게 당신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누구와
함께 되어있는지도 미려 알려둔다.(만일 전기 공
급에 의존하는 상태라면 지역의 전력회사에도 개
인별 정보를 미리 등록한다.)

비상계획
(Emergency Plan)
수립

⦁당신과 가족을 위해 비상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
는지 파악해 두도록 한다.
⦁당신의 활동보조인이나 빌딩 매니저를 만나서 지
역의 위험사항과 비상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
⦁만일 가정에 누군가 휠체어를 사용한다면, 휠체
어가 통행이 가능한 비상구를 마련할 것.
⦁적어도 1년에 2회는 비상대피계획을 연습할 것
(가구의 위치를 바꾸거나 비상계획을 업데이트했
을 경우 언제라도 비상대피를 연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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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전계획 내 지역사회로부터 위험을 미칠 수 있
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해 준비하고 자신을 보호
할 방법을 포함해야 함(예시: 토네이도 경보가
있을 때 사용되는 대부분 지하실은 휠체어는 접
근이 용이하지 않음. 사전에 대안이 되는 피난
장소가 어디인지 결정하고 어떻게 거기까지 이동
할지를 정해둠).

대안계획
(Back-Up
Plan)

⦁응급상황이나 재
난은 예측할 수
없는 식으로 발
생함
⦁주의 깊게 세워
진 계획도 변하
는 환경에 맞추
어 적용해야 함
⦁비상계획에서 가
장 중요한 부분
은 대안계획을
수립임

⦁중요한 의료 장비를 전원에 연결하고 보조전원
공급 장치를 작동할 줄 알아야 한다.
⦁비상시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적 경고체계가 있는지 확인한다.(대
부분 시스템은 전화선을 이용하므로 대안으로 이
동 전화를 준비한다.)
⦁만일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사용자는 대안으로 수
동휠체어를 갖춰 둔다.
⦁이동·의료적 대안 장비를 이웃집, 학교, 직장에
갖추어 둔다.
⦁응급 시 조력자를 한 명 이상으로 예비해 두어
야 부재 시 다른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각·청각 장애인은 TV나 라디오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필수적인 비상시 정보를 전달해 줄
사람을 지정해 둔다.
⦁기관에서 나온 활동보조인이 있다면, 대피명령이
내려진 경우 다른 장소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한다.
⦁이동 전화의 여분의 배터리를 준비하고 건물 안
에서 나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당신이 있는
위치와 안내를 해줄 사람을 예비한다(119회선의
폭주를 대비해서 연락할 번호 파악).

대피계획
(Evacuation
Plan)

⦁최선의 선택과
계획은 항상 가
족과 친구임(그들
은 당신, 안내견
과 애완동물을 스
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안전
한 장소를 제공
해 것임)

⦁응급대피소의 위치를 알기 위해 라디오나 TV를
청취할 것.(시설에 지체장애인도 접근이 가능 여
부와 문자안내와 같은 지원이 되는지 파악)
⦁견고한 신발과 같은 적절한 의복을 착용한다.
⦁재난물품 Kit을 가지고 간다.
⦁대피소에 도착하면 즉시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당신의 재난지원 그룹과 재난지역 외부의 사람들
에게 당신의 위치와 상태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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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응급대피소는 머
무를 장소와 음
식을 제공하지만,
개인별 의료 돌
봄이나 일상적인
모든 활동을 지원
하는 것은 아님
⦁만일 활동보조인
의 돌봄이 필요
하다면 함께 대
피소로 가야함

캐나다 정부의 재난정보 제공 웹사이트(Get Prepared)에서는 지역적인 위험요인
에 따라 관련이 있는 재난정보를 제공한다. 재난·위기 상황에 대해 대비는 크게
위험 인지(know the risks), 계획 수립(make a plan)과 물품 구비(get a kit)로 구성
되었다. 일반적 가이드라인에 더해 장애인 등에 특화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7)
(2016. 서울시, 성인지 관점의 재난관리 매뉴얼 개발).
재난종류(화학물질 누출, 가뭄, 지진, 화재, 고속도로 안전, 허리케인, 산사태, 중
독, 정전, 테러, 천둥번개, 토네이도, 쓰나미, 화산, 수상안전, 산불, 폭풍)등에 대하
여 설명하고 있으며 링크를 통하여 세부적인 대처방법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었
다. 캐나다의 홈페이지는 지역별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재난관련 기관에서
재난정보 제공 시에 내륙지역에서 해양사고에 대해서 기술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3) 화재 및 일상생활 안전 관련 사항
미국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산하의 미연방소방국(U.S.Fire Administration)
은 고령,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화재위험이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65세 이상의 연령층은 미국 내 화재위험성이 가장 높은 그룹 중 하나로
노령화와 함께 많은 노인은 이러한 장애를 가지기 쉽기 때문이다. 장애로 인하여
화재를 인식하거나, 그 위험으로부터 피하기가 신체적 능력의 제약으로 인하여 어
7) http://www.getprepared.gc.ca/index-en.aspx

Ⅴ. 장애인 재난 교육

93

려워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룹들은 화재로 인하여 부상 및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1999. USFA, Fire Risks for the Mobility Impaired).
화재가 발생하기 전 예방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장애인의 신체적인 제
약사항으로 인하여 최초 재난대응인력의 도착 이전에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었다. 이것은 재난대응 시스템이 가동되기 이전 단계에서 대처
가 필요함을 의미하겠다. 활동보조인 및 주변에 살고 있는 가족·이웃들의 협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
또한, 노령화와 함께 지체장애로 인한 신체의 제약은 화재나 응급상황 시 탈출하
는 시간을 지연시키게 되므로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
지만 기존의 화재 안전교육과 안전장비들은 주로 비장애인을 위주로 디자인된다.
따라서 화재안전에 관한 지식의 부족은 장애인과 재난대응기관에 서로 존재한다고
한다. 이들 두 그룹은 반드시 서로를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화재로 인한 손실과 부
상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연구의 주된 분석은 다음과 같다(1999.
USFA).
-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화재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이다.
-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화재안전은 화재 및 생활안전교육에서 주류로 다
루어지지 않는다.
- 화재안전공학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는다.
- 전형적인 주택 건설은 장애인들에게 불필요한 탈출 시 장애요인을 만든다.
-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다.
- 지체장애는 장애인들의 화재 시 탈출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화재에 대처하는
것도 곤란하게 만든다.
장애인 주택이나 시설의 점검 시 장애와 관련된 특정한 위험요인이 있는지 화재
안전관리자, 소방관서, 건물관계인 등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피난로의 개방 여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장애인
과 대응인력과 협력 가능성, 개인별 사전대피계획의 효과성, 의사소통의 문제, 대
피 후 추가적 도움의 필요성, 경보설비에 대한 반응, 특정한 생명유지 장비 사용
등 장애인의 특별한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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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화재위험요인 평가 시 지체장애인의 필요 고려사항>8)
구분

화재대응인력의 고려사항

지체장애

⦁지체장애로 인한 신체의 제약은 탈출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게 되므로,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해야 함.
⦁건물을 떠나는 것에 저항할 위험성이 있는지: 낯선 사람과 함께 이
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애완동물·소지품·아끼는 물품들을 두고
가는 것을 꺼림, 혼란스러워하거나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된 증상의
여부
⦁화재대피 훈련에 대한 반응: 개인의 사전대피계획이 훈련 동안 효과
가 있는지
⦁지시사항에 대한 반응 확인: 언어적인 차이나 다른 의사소통에 있어
서 제약사항
⦁개인의 이동장애와 장애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자원: 스스로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안전한 대피 가능 여부 및 구조자와 협력 가능 여부
⦁추가적인 도움의 필요성: 비상구 접근과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여부(예시: 호흡기에 의존하는 사지마비 환자는 건물 밖으로 나오면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함)
⦁개인의 경보 알람에 대한 반응: 개인의 화재안전에 관하여 낮과 밤
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유무
⦁응급상황에서 개인이 의식을 잃을 가능성 여부: 생명유지를 위하여
특정한 장비에 의존 여부

○ 화재안전 대처요령(Fire Safety Tips)
미연방소방국(USFA)은 고령자,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가 있는 이들이 공
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화재안전 대처요령(Fire Safety Tips)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
인은 화재 시 탈출이나 대피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며, 이동에 제약이 있다.
“만일 옷이나 가연물에 불이 붙은 경우에 전통적인 행동요령인 ‘멈춰서, 자세를 낮
추고, 구르기’와 같은 방법은 심한 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깁스를 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만일 혼자 살거나,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1층에 살고 있지 않다면 탈출·대피의 가능성은 훨씬 적어
지게 된다.”와 같은 장애인에게 일반적인 대처요령이 맞지 않을 경우에 휠체어에
소형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근거리에 방염성능이 있는 담요나 깔개를 두어 화재 상
황 시 대처하는 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8) 1999. USFA, “Fire Risks for the Mobility Impaired”,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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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장애인 화재안전 대처요령>9)
구분

관련 내용

화재 이전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알아둘 것
⦁화재경보기를 설치 할 것
⦁비상구가 가까운 쪽에서 생활할 것
⦁비상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연습 할 것
⦁비상계획 수립 시 화재 대응기관을 포함할 것

화재 상황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머무르기
⦁문을 열기 전에 온도를 확인할 것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이동할 것
⦁갇혔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 계획할 것
⦁멈추고, 낮추고, 구르기

화재 예방

⦁요리 시 주의사항
⦁전기 안전
⦁담뱃불
⦁난방기 사용
⦁전열기구, 벽난로

고령화 사회의 추세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신체장애
가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장애를 가지기 이전에는 당연한 일상생활이었던 걷
기, 요리하기, 운전, 가사일 등이 곤란하여지며 개인 생활 공간이었던 가정에서 잠
재적인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요리는 주요한 예가 된다. 익숙하지 않던
육체의 장애라는 조건으로 인하여 난로에 쉽게 화상을 입을 수도, 의복에 불이 옮
겨붙을 수도 있다. 장애인에게는 대형 재난이나 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
해보다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더 크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접근성 가이드는 공공건물은 장
애인에게 추가적인 도움이 제공되거나 설명·지원이 있을 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반면 개인주택과 공동주택은 이러한 기준의 대상은 아니
지만 최근 화재안전 디자인에서 트렌드는 이러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구조지역
(Rescue area)은 직접 비상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한 시간은 화재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대피지역(Refuge areas)은 각층의 거주자의 10%를 수용할 수

9) 1999. 미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의 미연방소방국(USFA, U.S. Fire Administration),
Risks for the Mobility Imp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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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며, 각 사람에게 약 4.6㎡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지역
은 각 층에 제공되어야 하며 내부 덕트설비는 연기의 흐름을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10)
미국·일본에서는 이동의 제약이 있는 장애인 대상으로 안전한 내화구조에서 구
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제시하였다(2013. 국립재활원). 장애인의 신체
적인 한계를 고려한 수평피난은 유사시 긴급한 위험을 신속하게 피하고 구조를 기
다리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은 소방훈련 시 안전구역
으로 대피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소화기의 사용과 소방기구의 작동
은 현실적으로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비장애인들과 같은 행동요령을 따라서 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이나 활동보조인들은 재난체험교육을 통하여
화재나 안전사고의 사례를 파악하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동 장애(Mobility Impaired)가 있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Tips
화재이전-화재상황-화재예방 즉 화재 진행 단계별로 따라 할 수 있는 팁을 제공
하고 있다. 이것은 화재안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화재경보
기 사용과 사전 대피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인 것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
한, 주택화재에 있어 화재경보기는 가장 중요한 단일 화재안전 설비라고 여겨진다.
<표 5-1-5> 화재 단계별 교육내용>11)
구분

① 화재 이전
(Before the Fire)

교육내용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파악 : 당신이 집에 있거나 다른 장소에
있던지 당신은 항상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알아야 한다. 이것
이 비상시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화재 안전과 디자인에 주의를 기울일 것: 보행로, 출입구는 어
떤 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수용(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휠체어의 너비나 바닥의 재료는 지팡이나 의수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화재경보기의 설치: 생명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필요에
적합한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화
재경보기는 화재로 인한 사망을 최고 60%까지 감소시킨다. 정
상적으로 작동하는 화재경보기는 치명적인 연기가 발생하고 있
을 때 경보를 울려 탈출하는 시간을 확보할 것이다.

10) 미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의 미연방소방국(USFA, U.S. Fire Administration), 1999.12. ‘Fire
Risks for the Mobility Impaired’, Page 9
11) 9)와 동일

Ⅴ. 장애인 재난 교육

97

구분

교육내용
- 침실과 집 각층에 화재경보기를 설치, 정기적으로 먼지를 제
거하고 깨끗하게 청소, 한 달에 한 번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
하고 정기적으로 교체, 여분의 배터리 준비한다.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는 화재발신기(수동으로 작동)는 바닥
으로부터 48인치 보다 높게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보
다 높게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적 장치를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
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 숙지: 휠체어 사용자라면 개인용 소
형 소화기를 휠체어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장착하고 사용법을
익혀 둔다. 만일 멈추고, 자세를 낮추고, 구르기(Stop, Drop,
Roll)가 불가능하다면 당기고, 조준하고, 레버를 움켜쥐고 비로
쓸 듯(Pull, Aim, Squeeze, Sweep)이 소화기를 사용한다.
⦁생활공간을 비상구 근처로 정할 것 : 만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에 산다면 1층을 거주지로 사용을 것을 추천함. 계단실이 위치
를 파악하고, 만일 계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그곳에서 도움
을 기다리라고 조언함. 1층에서 잠을 자고 침대근처에 팔이 닿
을 수 있는 곳에 전화기를 두며 비상시 연락전화번호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비상탈출을 위해 램프를 만들 것. 램
프는 적어도 36인치의 넓이로 할 것. 가이드 레일이나 핸드레
일은 44~48인치 높이, 38인치 넓이로 할 것.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연습: 화재 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는 대피계획의 수립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다. 주택 내 모든 방으로부터 적어도 2방향
이상의 대피로를 알아 둔다. 모든 방과 창문의 잠금을 해제하
는 방법을 알아 둔다. 만일 보안을 위한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
다면 안쪽에서 열 수 있도록 해둔다. 비상시 대피를 쉽게 하는
데 필요한 램프시설 등을 설치한다.
⦁계획에 화재대응기관을 포함: 대피계획 수립 시에 화재대응기
관의 도움을 요청하고, 당신의 장애로 인한 특별한 필요사항을
알릴 것. 당신의 집안에 화재위험요인이 있는지 화재대응기관
에 물어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알아보세요. 구조지역
(Rescue Area)으로 계획한 장소는 화재대응기관이 검토하고 동
의하여야 한다. 화재대응기관의 한계·제약을 알고, 그들에게
도 당신의 한계를 알리도록 한다.

② 화재 상황
(During th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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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나가고, 머무르라: 가능한 신속하게 집 밖으로 나간다.
개인물품을 챙기거나 화재진압을 시도하지 말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라. 일단 밖으로 나오면 절대 안으로 다시 들어가
지 말 것.
⦁출입문을 열기 전 테스트: 손등을 사용하여 문, 문손잡이, 문과
문틀 사이의 공간을 터치하여 뜨거운 느낌이 있다면 문을 닫힌
채로 두고, 2방향의 경로 중 다른 탈출로를 선택할 것. 만일
차가운 느낌이 든다면 문을 천천히 열고 연기가 있다면 가능한
자세를 낮추고 탈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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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내용
⦁자세를 낮게 유지하고 나가라(Stay Low and Go): 만일 가능
하다면, 낮게 기어서 연기보다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만일 가
능하지 않다면, 입과 코를 가리고 독성이 있는 연기의 흡입을
방지한다.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방향으로 대피한다.
⦁만일 고립된 경우 취해야 할 행동: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부터
문을 모두 닫는다. 문틈을 메우고 환기구를 옷가지 등으로 막
아 연기의 유입을 방지한다.
가능하다면 소방서에 신고하여 당신의 위치를 설명한다. 밝은
색 옷 등을 사용하여 창문에서 구조인력에게 신호를 보낸다.
⦁멈추고, 낮추고, 구르기: 만일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뛰거나 손
으로 불을 끄려고 시도하지 말라.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자세
를 낮추어 계속해서 구른다. 장애로 인하여 이 동작을 시도하
지 못할 경우라면, 불꽃을 질식시키기 위한 방염성능이 있는
담요나 깔개 등을 근처에 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③ 화재 예방
(Fire Prevention)

⦁음식물 조리 시: 요리 중 가열 시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 것.
만일 자리를 떠야 할 경우에는 난로나 가스레인지는 반드시
끄고 갈 것. 불꽃을 이용하여 조리할 경우엔 헐렁하지 않은
옷을 입을 것. 수건이나 냄비 드는 장갑 등을 불꽃에서 멀리
둘 것. 기름화재를 물로 끌려고 시도하지 말 것. 튀김요리 시
에는 용기(냄비 등)의 깊이 1/3이상으로 기름을 채우지 말 것.
호일이나 금속을 전자레인지에 넣지 말 것. 스토브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기름때가 끼지 않도록 할 것. 난로(냄비, 프
라이팬 등)의 손잡이는 앞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돌려두어 엎질
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함.
⦁전기 안전: 전기담요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과열을 방지. 전
기담요를 반복적으로 세탁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전기회로
에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임. 전기기기에서 연기가 나거나 메케
한 냄새가 난다면 즉시 플러그를 뽑아야 함. 낡거나 망가진
전기코드는 즉시 교체함. 피복이 벗겨진 전기기기는 절대 사용
하지 않음. 문어발식 전기코드를 사용하면 전기 과부하 발생
가능. 오직 인증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을 사용함.
⦁흡연(담배): 절대 침대에 누워서 담배를 피우지 않음. 담배를
피울 시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 가스스토브나 산소발생
기 등이 주위에 있다면 절대 금연 할 것. 산소나 가스 등이
사용 중임을 명시한 표지를 붙이고, 방문자에게 흡연하지 않도
록 주의를 시킴. 술 취한 상태거나 어지러움이 올 수 있는 처
방 약을 복용한 경우담배를 피지 않도록 함. 재떨이나 담뱃불
등을 사람이 없는 채로 방치하지 않음. 가구주변 특히 천으로
덧대진 가구 주위에 버려지거나 연기가 나는 담배꽁초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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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내용
⦁전열기(난방기): 난방기 주변에 여유 공간을 확보. 가연성 물체
의 주변으로부터 1M 이상을 떨어지도록 함. 작동과 연료주입,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조사의 매뉴얼을 따름. 히터나 다른 전열
기를 옷을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난방: 난방시스템과 보일러, 굴뚝 등은 전문가로부터 연1회 점
검을 받고 관리를 받음. 난방기의 연료는 절대로 집안에 보관
하지 않음. 연료는 집밖에 보관하거나 거리가 떨어진 저장소나
창고에 보관.
⦁벽난로: 벽난로를 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 벽난로는 강화유
리로 덮여 있어야 하며 바닥에서 9~18인치의 높이로 설치되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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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재난대응 교육 방안

1) 안전교육 설계 방향
“안전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의 안전에 필
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이해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시키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안전의
습관화 또는 내면화는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
활 속에서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안전교육은 안전하고자 하
는 인간의 심리를 바탕으로 사고의 가능성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동
변화와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한 상황·상태를 나와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요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교육으로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 따라서 소방안전교육은 행동주의 학습이론12)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2016.
국민안전처,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표 5-2-1> 표 행동주의 안전교육13)
교육종류

내용

지식(이해)

사고발생 원인 및 위험이해

기능(숙달)

실험·실습·체험을 통한
안전행동 학습

태도(행동)

안전수칙 준수, 타인 배려

반복(순환)

지식·기능·태도반복

비고

안전체험관의 교육 진행은 단체체험 형태로 운영하고 체험시간은 비장애인의 기
준에 맞추어 운영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움직임은 비장애인보다 보행속도가
12) 행동주의 학습이론(behavioral learning theories)은 Pavlov, Thorndike, Skinner등에 의하여 정립된 이론으로
써 모든 행동을 자극(stimulus)과 반응(response)의 관계로 보며,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었을 때 학습이 발생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이론은 학습과제의 세분화를 통하여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외형적으로 표
현되는 행동을 계속 반복ㆍ연습할 것을 강조한다.(출처: 2016, 국민안전처,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13) 1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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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다. 또한,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을 사용하여 교육에 참여해야 하므로 장애인
의 입장에서 교육시간, 동선, 주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따라 피난기구인 완강기 체험 시 시각장애인 참
석자들은 만져보고 직접체험 하길 원하지만 한 사람의 인솔자가 다수의 시각장애
인을 안내하고 체험시키기에는 추가적인 보조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소화기 체험 시 비장애인과는 다르게 촉감과 청각을 사용하여 소화기의 모양과 위
치를 확인하고 화점에 방수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천장에 방수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제한적이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감각인 청각을 사용하여 유
사시 대처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비장애인보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생존과 안전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과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교육이 설계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었다
(2016. 서울소방학교, SFA저널).

2) 재난대응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인식 전환
“재난약자를 통합하는 지역기반 재난위험관리는 모든 지역구성원의 협업으로 재
난의 영향을 줄이고 특히 장애인을 통합하는데 강조점을 둔다.”(원문: Disability
inclusive Community-Based Disaster Risk Management (DiCBDRM) is a collective
effort of all community members to reduce the impact of disaster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14)
독일 연방정부 부처인 Federal Minister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들을 통합(Inclusion)하여 재난위험관리가 이
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이들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적고 권리를 주장
하기도 쉽지 않다. 이들의 관심 사항은 종종 일반인의 관심사항과 충돌 시 종종 소
외된다. 이러한 배제는 이들의 낮은 사회참여도로 인하여 재난위험관리에서 그들
의 필요가 간과되고 있음을 초래한다. 새로운 접근의 핵심적인 요소는 모든 사람에
게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각각의 집단에 그들의 가족,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협회 등과 함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15)
14) Maltese International based on DiDRRN approach. Website: www.didrrn.net
15) 2013. brochure, BMZ Information Brochure 1, Disaster Risk Management for All

102

장애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및 지원체계 연구

Inclusion의 의미는 ‘모두를 위한 사회’를 기반을 둔다. 즉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자신의 잠재력을 자유롭게 개발하여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공동사회의 이익(선)
을 위하여 기여하고 사회에서 받은 유익을 환원하는 사회이다. 재난위험관리에서
이것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한 결정을 지역, 국
내, 국제적인 의사결정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16)
이것은 장애인 안전체험교육이 제공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교육과정의 설계, 참여, 평가, 개선 등 전 과정에서 장애인 그룹의 참
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표 5-2-2> 취약계층 의사결정 참여 유형 및 정도
참여 유형

참여 정도
⦁통합(Inclusion) : 취약계층이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필요한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의사결정에 효
과적으로 참여함
⦁포함(Integration) : 취약계층이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의사결정에 참여
가 어려움
⦁분리(Separation) : 취약계층이 따로 구분됨
⦁배제(Excusion) : 취약계층이 참여가 차단됨

○ 의사결정 시 참여 근거
재난대응계획 수립과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 각 단계에서 장애인의 참
여를 보장 ․ 지원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조 및 제57조에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
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음이다.

16) 24)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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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관계된 내용의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전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록 재난대응에 있어서 소
방공무원은 전문가이지만 열린 마음으로 장애인을 재난대응의 동반자로 여겨야 하
는 것이다.
<표 5-2-3> 취약계층 의사결정 참여의 근거
참여 근거

내 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제9조의3
제22조의8
제34조의5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
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5. 국가안전기본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생활안
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
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6.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 시 안전취약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다.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029호) 제4조

1.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
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 시민은 누구나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
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시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029호) 57조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
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조
: 소방안전지도의 구축

소방안전지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축한다.
7. 독거중증장애인등 재난 취약자 정보

장애인권리협약(UN)

장애인은 당사자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
함하여 이러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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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교육을 위한 공학적 지원
특수교육공학이란 장애를 지난 아동의 교수·학습 장면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학기기나 장치, 서비스, 전략,
수단 등을 말한다. 장애학생이 포함된 통합교육 시 단지 물리적인 통합의 수준을
넘어 교육과정 통합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학적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먼
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2015. 정동영 외).
안전체험시설이 특수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와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장애로 인한
재난에 대한 인식과 체험을 저해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에서 제공되는 교육공학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재난 시 주변인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위해 체험
관에서부터 통합교육을 하여 장애인의 필요를 알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생존’을 위한 능력배양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2016. 국민안전처, 국민안전
교육 표준실무)
<표 5-2-4> Vygotsky의 견해에 따른 특수교육공학 지원의 방향>17)
장애
영역

1차적장애

2차적장애

2차적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적 기회

공학적 지원의 방향

시각
장애

보는것에
어려움

보는 활동에의 참여
를 제한하여 발생하
는 모든 어려움

일상적으로 보는 활동
(책보기, 영화 보기 등)
에의 참여 기회 제공)

잔존시력을 활용하
거나 시각대신 촉각,
청각 등을 활용하여
보는 활동에의 참여
를 제공

청각
장애

듣는것에
어려움

듣고 말하는 활동
에의 참여를 제한
하여 발생하는 모
든 어려움

일상적으로 듣고 말하
는 활동(대화하기, 전
화 통화 등)에의 참여
기회 제공

청각적 정보를 시각
화 또는 촉각화하여
의사소통활동에의
기회 제공

움직임의
어려움

움직이는 활동에의
참여를 제한하여
발생하는 모든 어
려움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이동하기, 운동하
기 등)에의 참여 기회
제공

움직일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최대한 활용
하거나 움직임을 대
신 할 수 있도록하여
움직이는 활동에의
참여 기회 제공

지체
장애

17) 2015. 정동영 외, 장애학생 통합교육론, 교육과학사,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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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역

1차적장애

2차적장애

2차적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적 기회

공학적 지원의 방향

지적
장애

낮은
인지적
수준

높은 인지적 활동
에의 참여를 제한
하여 발생하는 모
든 어려움

일상적으로 높은 인지
적 활동(독해, 작문,
문제해결)에의 참여
기회 제공

복잡하고 어려운 활
동을 단순하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
회 제공

장애인의 재난 시 특성을 고려하면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체험 시 장애인 전용
시설이 가장 적합한 시설일 것이나 예산문제, 설치기간,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민·소방안전체험관 등을 활용하여
비장애인과 같이 장애통합(Disability-Inclusive)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 재난 시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으므로 통합적
으로 교육을 시도하는 것은 재난 시 실제적인 조력과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안전체험관들은 장애인의 접근성이나 운영 프로그램이
비장애인 위주의 재난체험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다. 이것은 동일한 재난체험을 할
지라도 장애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한다.
- 교육 내용의 전달 방법
- 체험 프로그램 수행
- 이동 동선
-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시간
- 프로그램 참여 인원

4)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및 통계 관리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만들기 위하여 재난초기 시민 주도
적 초기대응 강화와 공동체적 참여의식을 높여 시민안전문화 형성으로 효과적 재
난대응을 하고자 서울시민의 1%인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하고 있다. 대학생, 시
민단체, 육사생도 등의 참여자를 2016년까지 약 4만 명을 시민안전의 수호자로 양성
하였다.(2017. 서울시,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활동 보고서)이러한 자율적인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재난 취약성, 장애인 인식개선 등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위기상황에서 대처와 조력에 있어 협력이 기대된다.

106

장애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및 지원체계 연구

또한, 서울시는 전체 장애인 393,380명 중 독거중증장애인 760가구와 장애인거
주시설 378개소, 3,658명의 거주 정보를 입력한 ‘119 재난대비 긴급구조체계’를 운
영 중이며 이 정보를 활용하여 인근지역의 재난·사고 발생 시 최우선으로 구호 조
치를 하고, 한파와 폭염 등 이상기상 시에는 인근지역 거주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안전지도에 중증장애인(장애 3급 이상)
65,708명의 대한 거주정보를 입력하여 소방대가 출동 시 최우선적으로 인명구조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2017. 서울시). 위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소방대
원과 재난대응기관에 장애인 재난관련 개인정보 제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발
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재난관련 기관에 사전에 등록해 둔다면 유사시 귀중한 정보
로 쓰일 수 있다.
○ 장애인 화재 등 사고사례 현황 관리
최근 5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장애인 화재사고 사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화재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비주거 공간에서 당하는 것 보다 많으며,
주거 형태로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화재사고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
로 나타났다(2015. 최복천 외).
장애인 안전사고의 반복적인 요소나 상황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여 그에 근거한 안
전매뉴얼이 제작되어야 한다. 통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나
침판과 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와 목표에 도달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장
애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통계자료는 수치적인 사실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2015. 박경서).
<표 5-2-5> 연도별 서울시 장애인 화재사고 사상자 장소별 현황>18)
주거

비주거

구분

전체

단독
주택

공동
주택

기타
주택

도로

하천

학교/
유치원

기타

2014년

283

39

49

34

23

28

2013년

524

76

83

49

57

38

2

-

-

108

2

7

2

210

2012년

278

69

45

-

25

2011년

304

49

58

-

18

21

1

2

4

111

24

1

6

40

108

2010년

232

52

27

-

13

21

-

6

2

111

빌딩/
공사장
사무실

18) 2015. 최복천 외,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등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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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교육 시 고려사항
안전체험시설의 이용 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이동 동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교육의 참여에 필요한 확대 독서기, 점자 학습자료, 음
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수어통역, 보청기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된 학습자료, 수화나 자막이 포함된 동영상 자료, 각종 보완대체 의
사소통 도구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 장애인의 학습, 체험, 이동을 도와주는 교육보조 인력의 배치
- 효과적인 체험을 위한 추가적 시간 제공이나 소그룹으로 나누어 체험
-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충분한 통로 폭 확보 및 휠체어의 바퀴가 빠지거나
끼지 않도록 고려
-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재난 정보습득을 위한 웹 접근성의 제공
장애로 인한 이동 시 속도 및 프로그램 내용 이해 등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오
래 걸릴 수 있으므로 체험교육 시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고, 잔존 감각을 활용하여
개념을 익힘을 고려하여 소수의 인원으로 그룹을 지어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홈
페이지에 재난안전 매뉴얼 탑재하고 웹 접근성을 고려하고 영상자료에 수화해설
포함 등 장애인들이 쉽게 재난정보에 접근할 방안을 마련한다.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들을 칠판에 가까이 앉히기, 판서하
는 동안 그 내용을 말로 해주기, 유인물의 글씨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등이 필요하다(2009. Heward; 교육심리학 제8판 교육실제를 보는창, 신종호 외 번
역본에서 재인용, 학지사) 이에 따라 안전교육 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교수자
와 가까운 쪽으로 앉도록 하고, 저시력자를 위하여 글자체가 큰 유인물 제공 및 확
대경 활용, 비장애인이 시각을 활용하여 이해하는 정보(사진이나 영상의 내용 등)
들을 음성으로 전달해야 한다. 촉감, 음성 등 다른 감각을 활용하여 개념이나 상황
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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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Hearing disabilities)가 있는 사람은 타인의 정상적인 말소리를 지각하
는 데 어려움이 있다. 농인(Deaf)과 부분적 청각 손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농인은
의사소통을 위해 다른 감각(보통은 시각)을 사용해야만 하는 청각이 완전히 손상된
상태이고, 부분적 청각손상은 보조 청각기구를 사용하면 음성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손상의 정도이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의 교육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교육심리학 제8판 교육실제를 보는창, 신종호 외 번역본에서 재인용, 221-222 학
지사).
- 청각적 수업을 시각적인 정보 및 체험적 경험으로 보충하기
- 분명하게 말하고 학생들이 교수자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몸과 얼굴을 학생
에게 향하기
- 소음을 최소화하기
- 이해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기(Peterson, 2002)
-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반자에게 도우미 역할을 하게 하고, 이들과 함께
협동적으로 참여하게 함
장애인 재난안전메뉴얼을 활용하고 지속해서 개선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어서 전문가, 사용자, 재난대응인력 등이 참여하여 체계적으로 매뉴얼
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 참여당사자, 활동보조인, 인솔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전자설문 등)를 통한 교육생 반응 분석결과를 차기 과정에 반
영함으로써 장애인 재난안전교육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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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의사소통 방안

재난 현장에서 최초 대응 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공무원은 재난현
장 일선에서 인명을 구하고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존연구에서 소방
공무원들이 장애인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연구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을 갖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중돼야 하며, 장애를 개인의
차이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대해야 함은
물론이다. 소방공무원이 긴급한 재난현장의 위험을 제거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상
황에서 장애인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상호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시각,
청각, 지체, 발달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제약사항을 바로 알고 원활
한 소통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인과 의사소통 시에는 먼저 흰 지팡이, 안내견의 동반 여부를 살피고 소
방관 자신의 소속과 현장 상황을 설명한다. 긴급한 이동이나 대피를 제외하고는 일
반적인 상황에서는 도움의 필요 여부를 물어보고 구조자의 팔꿈치 뒤쪽을 잡게 하
고 반걸음 앞에서 유도한다. 공간에 대한 추상적 개념의 이해가 어려우므로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앞으로 5m 가서 왼쪽으로 3m 가시면 오른쪽에 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안전교육 시에는 가까운 쪽으로 자리를 배치하도록 하고 영
상자료를 사용할 때는 큰 글씨 화면을 제공하거나 안내문 등을 배포 시에는 큰 글
자체가 사용된 자료를 활용한다.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 시에는 간단한 문자나 메모를 통하여 대화를 시도하거나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경우 입 모양을 보고 대화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발음
을 구사하도록 발음 시 입 모양을 분명히 하도록 노력한다. 간단한 수어(응급수어)
활용하고 대화 시 입 모양(발음)을 정확하게 하여 조금 천천히 말한다. 또한, 긴 문
장으로 말하기보다는 단어 위주의 짧은 표현을 사용한다.
지체장애인과 의사소통 시에는 일반적으로 지체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도움의 필요 여부를 물어본다. 휠체어를 사용
하는 사람과 대화 시에는 자세를 낮추어 눈높이에서 대화를 시도하고 휠체어를 밀
때는 천천히 밀어주고 이동의 방향을 물어본다.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에서 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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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갑자기 휠체어를 놓는 것은 위험하다. 멈추었을 경우
반드시 경사로와 직각이 되도록 하고, 브레이크를 잠금으로 고정하고 휠체어를 잡
아준다. 대피나 피난 유도 시에는 출입문과 승강기에서는 휠체어가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버튼을 눌러 문을 잡아주고, 문틈에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휠체
어는 계단이나 턱을 오를 경우 앞바퀴를 들어 올린 후 오르며, 심한 경사를 내려올
경우 앞바퀴가 들린 상태에서 뒤로 내려오는 것이 안전하다.
지적장애인과 의사소통 시에는 지적능력의 제한과 적응행동에 어려움이 있으므
로 학습에 어려움, 낯선 환경에 적응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고 응대한다.
되도록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좋으며, 말이나 행동에 대해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놀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
동임을 인식한다. 무조건 반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나이에 맞게 존칭어를 사용
해야 한다. 길을 잃어버린 경우 신상을 물어보거나 보호자의 연락처를 물어 안전한
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자폐성장애인과 의사소통 시에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반복적인 관심과 행동을 보이며, 일상생활 적응에도 도움을 필요한 점을 알
고 응대해야 한다. 자폐성장애와 정신분열증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을 인식한다. 대화 시 최대한 시선을 마주친 상태에서 대화하도록 시도하고,
쉽고 간단한 단어를 이용한다. 또한, 분명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고,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거나 이상한 몸짓을 반복적으로
할 때 따라 하지 않는다. 본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할 경우 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서 도움을 받도록 한다. 올바른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아주 훌륭합니다”와
같은 칭찬과 “최고입니다”를 표현하는 몸짓으로 긍정적 반응을 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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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재난 현장에서 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19)
구 분

내 용

장애에 대한 관점

1.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존중돼야 할 권리를 소유함
2. 장애를 차별이 아닌 개인의 차이로 인식함
3. 장애인은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김

응대 시 유의점

1. 응대 시 장애인 당사자의 눈을 마주 보고 대화
2. 19세 이상 장애인은 후견인 없이 법률적 의사결정이 가능함으
로 무조건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지 않음
3. 업무처리 시 절차의 간소화, 최소화되도록 함

시각장애인과 소통

1. 흰 지팡이, 안내견의 동반 여부를 살피고 자신의 소속과 상황을
말해준다.
2. 안내 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자신의 팔꿈치 뒤쪽을 가볍
게 잡게 하고 반걸음 앞에서 유도
3. 공간에 대한 추상적 개념의 이해가 어려우므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예. 앞으로 5m 가
서 왼쪽으로 3m 가시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4. 의자의 위치 안내 시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 얼마 후 돌아올 것을 알리고 의자, 기둥
등이 있는 안전한 장소에 있도록 배려
6. 안전교육 시 저시력자를 위해서 큰 글씨 화면을 제공하고, 유인물
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큰 글자가 사용된 안내자료 배포
7. 화면 읽기프로그램(스크린리더)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서작성, 검색, SNS 등을 할 수 있음

청각장애인과 소통

1. 주로 수어를 사용하여 대화하거나, 간단한 메모·문자를 통하여
의사를 전달함
2.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경우 입 모양을 보고 대화하거나
메모, 문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함.
3. 간단한 수어(응급수어) 활용하고 대화 시 입 모양(발음)을 정확
하게 하여 조금 천천히 말한다.
4. 긴 문장의 사용보다는 단어 위주의 짧은 문장 사용
5. 간단한 단어 위주의 문자나 메모를 통해 소통(이는 주소, 시간,
의약품명, 숫자 등 중요정보 제공 시 유용함)

지체장애인과 소통

1. 이동의 어려움으로 휠체어, 클러치와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거
나 자세 교정을 위해 보조기를 사용
2. 일반적으로 지체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려는
경우가 많음(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아
야 함).

19)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기관용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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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3. 휠체어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 시 눈높이에서 대화하기 위해서
자세를 조금 낮춘다.
4. 야외에서 대화 시 해를 등지고 앉도록 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
동해서 대화한다.
5. 복도나 길을 이동 시 지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비켜주고 클러
치 사용자는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6.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천천히 밀어주고, 이동방향을 물어본 후
밀어야 한다.
7. 휠체어는 발판이 튀어나와 있으므로 지형에 유의하여 이동하고
패인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8. 출입문과 승강기에서는 휠체어가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버튼을
눌러 문을 잡아주고, 문틈에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탈
때도 휠체어 사용자가 먼저 탈수 있도록 배려한다).
9.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에서 휠체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갑
자기 휠체어를 놓는 것은 위험하다. 멈추었을 경우 반드시 경사
로와 직각이 되도록 하고, 브레이크를 잠금으로 고정하고 휠체
어를 잡아준다(급경사로를 올라가는 경우 지그재그 방식으로 올
라가고 중간에 휴식을 취한다).
10. 휠체어가 계단이나 턱을 오를 경우 앞바퀴를 들어 올린 후 오
르며, 심한 경사를 내려올 경우 앞바퀴가 들린 상태에서 뒤로
내려오는 것이 안전하다.
11. 넘어졌을 경우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팔을 내밀어 잡고 일어
설 수 있도록 돕는다.

지적장애인과 소통

1. 지적능력의 제한과 적응행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습에 어려
움, 낯선 환경에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2.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말을 끝까지 들어
주는 것이 좋다.
3. 말이나 행동에 대해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놀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4. 무조건 반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나이에 맞게 존칭어를 사
용해야 한다.
5. 길을 잃어버린 경우 신상을 물어보거나 보호자의 연락처를 물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자폐성장애인과 소통

1.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반복적인
관심과 행동을 보이며, 일상생활 적응에도 도움을 필요로 한다.
2. 자폐성장애와 정신분열증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다(정신분열증 청소년기나 초기성인기에 출현하지만, 자폐
성장애는 주로 3세 이전에 출현한다).
3. 제한적인 관심과 반복적인 행동이 주요 증상이다.
4. 대화 시 최대한 시선을 마주친 상태에서 대화하도록 시도하고,
쉽고 간단한 단어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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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5. 분명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고,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태도
가 필요하다.
6. 같은 말을 되풀이하거나 이상한 몸짓을 반복적으로 할 때 따라
하지 않는다.
7. 본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할 경우 보호자에게 바로 알
려서 도움을 받도록 한다.
8. 올바른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아주 훌륭합니다’와 같은 칭찬과
‘최고입니다’를 표현하는 몸짓으로 긍정적 반응을 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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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별 장애인 지원

1) 경보
재난경보시스템은 언제, 어디서, 무슨 수단을 선호하든 재난으로 인한 급박한 상
황에서 즉각적인 경계를 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전화기, E-mail, SMS 문자,
MMS 문자, 문서, 텍스트, 메신저, 무선호출 수신기 등 다양한 매체수단을 통해 수
신자의 위치를 확인하여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정보의 전달은 최초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
당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
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재난정보의 전달 중요성은 재난대응에 있어 가장 선행되는
최선의 조치사항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정보 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체제 구축 운영에 관하
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중앙 차원에서 재난방송온라인시스
템, 재난문자시스템, DMB재난경보방송시스템, 민방위경보시스템, 지진․해일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자동음성
경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안전디딤돌 앱, 국민재난안전포털 등 다양한 기기 매체
를 통한 신속한 재난경보를 위한 시스템들이 도입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6)에 따르면 국내의 대부분 재난경보시스템은 비
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애인의 재난안전을 위한 재난정보 전달체계는 부재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재난 취약 특성을 고려한 재난정보 전
달 및 대피지원을 위한 재난경보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장애특성 유형화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
과 장애원인에 따라 장애특성은 장애인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며 따라 서비스
대상인 장애인의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황별 재난경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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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령,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이동장애에 국한되기도 하나 때에 따라 지적
장애를 함께 갖고 있거나 의사소통 기능장애를 겪는 경우 등 장애유형이 복합적으
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장애등급에 따라 그 차이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상황별 재난경보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난경보를 위한 정보전달 체제 및 수단은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성이 제
공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재난경보를 위한 정보의 전달 체제는 모든 재난정보수
신 도구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수신되어야 하며, 수신자가 확인할 때까지 계속 전달
되어야 한다. 이는 경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
다. 또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제공되는 재난정
보와 구분하여 차별화되고 선별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함께 강구되
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재난경보를 위한 정보내용을 다차원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에 따라 정확한 재난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거나
상황발생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재난 상황을 인지하더라도 정확한
대피구역과 대피경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재난 발생 시 이동해야 하는 대피
장소, 대피를 위한 조력자와 이동도구 및 장비를 알지 못하면 위험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재난경보 정보는 일반
국민과 차별화된 정보를 요구한다. 사전에 충분히 숙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하
고 명료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을 위한 재난경보는 양방향성을 갖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경우, 재난 발생 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고려사항은 재난 발생 시
자력 대피 가능성 여부에 있다. 따라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재난
대피를 위한 조력자와 연계할 방법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즉 재난경보를 전달하
는 주체뿐만 아니라 사전에 등록된 주변인 또는 조력자에게 동일한 재난경보가 전
달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상황과 정보를 재난경보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
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일본의 경우 재난경보를 위한 App-Store 중 Ally
는 자신의 위치(GPS)정보를 친구와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앱으로 사전에 자신의
평소활동 범위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주변 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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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상황 발생 시 어느 지점에 있더라도 자신의 위치
를 공유하기 쉽다. 또한, Foursquare는 본인이 방문한 장소를 등록하면 SNS를 통
해 내 위치를 친구․가족과 공유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시간 위치 파악의 용이성이
보다 높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우 이런 위치정보를 공유 또는 전달할 방안이 마련
될 때, 장소와 상황 등에 불구하고 자신의 소재와 구조․구급을 효과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하다.
넷째, 장애인을 위한 재난경보의 경우, 사전에 지정된 주변인, 조력자 등 재난
도우미에게 재난 상황 정보와 장애인의 현재 재난 상황이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청각 장애인을 제외한 장
애유형은 재난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장애등급에 따라서 이
런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조력자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재난경보 개발은 사전에 장애인에 대한 조력자 정보를 바탕으로 이
들에 대해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재난경보 사항을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의 전제를 바탕으로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과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장애
인을 대상으로 한 상황별 재난경보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지체장애 중심으로 수평이동 및 수직(계단)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유형
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 직면한 경우이다. 이동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자력 대피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력 대피
가 불가능한 경우, 간병인, 주변지인, 또는 조력자 등 사전에 이동을 보조할 수 있
는 재난 도우미가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지체장애 중심의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재난문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통상의 재난정보를 통해 재난 상황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더라도 재난대피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있어 가장 절실한
정보는 재난 도우미의 위치 및 자신에 대한 조력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에 있다. 따라서 지체장애 중심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난경보
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난유형에 따른 재난대피 필요의 시급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
나, 재난 도우미의 지원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전달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재난 도우미의 위치정보 및 자동연결가능한 비상연락처 등이 함께 재난경보 메시
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등급에 따라 자력 대피가 가능한
지체장애의 경우,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재난대피를 위한 대피구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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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보조장치 및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재난경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으로 지체장애의 경우, 평상시 이동하는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재난관리기관에 사전등록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대피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방안이 장애인의 재난안전확보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된다. 다만, 현행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경보 시스템
의 경우, 사전등록에 따라 구조․구급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서 119 안
전신고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재난 상황에 처한 장애인의 신고에 의존하
는 것으로 재난정보 발생 시 이를 선별적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계 법령이 복잡성으로 인해 재난관리기관에
서 이를 먼저 파악하여 선별된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용이하지 않다는 점
에서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청각장애 등 음성 의사소통 어려움을 겪는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 직면한 경우이다. 청각장애의 경우 자력 대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다른 장
애유형에 대비하여 높지만, 재난 발생 시 재난에 대한 초기 인지가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비장애인에 대비하여 재난 대처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음성언어보
다 비음성언어의 활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관에서는 다양
한 주파수의 청신호 등 소리경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의 경우
재난경보음이나 주변 비상상황전달 소리를 듣는데 있어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다.
특히 전파 등이 닿지 않는 고립상황에서 구조요청 등을 해야하는 경우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특정 음역대 구조요청소리 및 재난경보음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스마트 보청기 등의 개발로 무선신
호장치 서비스 등이 가능해지고 있어 이들 재난안전 및 경보관점에서 무선신호장
치 등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김은형(2004)은 재난관련 용어의 수화 정의가
부족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를 통한 재난정보 전달의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어,
재난정보 내용은 사전에 수화 용어를 고려하여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림
과 같은 이해하기 쉬운 수화정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
의 위치기반으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의 재난정보 전달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발달장애를 중심으로 의미 의사소통 어려움을 겪는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
인 재난 상황에 직면한 경우이다. 발달장애의 경우 이동성을 고려할 때, 재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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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이 다른 장애유형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능력
으로 인해 사실상 재난 대피를 위한 조력자의 필요성이 높으며, 재난경보 또한, 발
달장애인에게 직접전달 보다는 사전에 발달장애인과 교류를 맺고 있는 주변인이
상황을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재난 발생 시 조력자의 재난 상황
에 대한 전달과 대피 유도를 위한 방안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발달장
애의 경우, 재난 자체를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짧은 문장 혹은 그림으로 재난 정보
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며, 통상 재난정보가 가져야 할 상세함보다는 상황
의 파악뿐만 아니라 조력자와의 자동연결, 대피 유도를 위한 재난정보 전달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넷째, 시각장애를 중심으로 시각정보 취득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 직면한 경우이다. 시각장애의 경우 장애등급에 불구하고 시각화정보
만으로는 사실상 재난정보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화재 알람 또는 음성정
보전달, 점자 또는 진동정보 등 촉각정보가 시각화 정보가 더욱 유용성을 갖는다.
그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을 인지 하더러도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비장애인에 대비
하여 대응능력이 현저히 낮아 재난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피 정보
에 있어 대피구역과 대피로의 접근뿐만 아니라 현재 위치의 재난피해상황 정보를
함께 인지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재난경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청각과 촉각을 통한 정보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
된다. 따라서 촉각 또는 소리정보 패턴화하여 재난 및 위험상황 발생 시 재난 상황
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정보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사
전에 표준화된 재난 상황과 피난정보를 토대로 재난대피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구조․구급
장애인을 위한 재난관리 연구는 장애유형을 고려한 재난경보시스템과 재난 대피
시 피난매뉴얼 구축 연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구조․구급 방안의 고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
흡한 실정이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구조․구급의 대상이 사망, 부상 등 재난피해자
또는 자력 대피 가능한 요구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구조․구급 통계DB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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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리 등이 없다는 점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라서 재난 시 구조․구급을 위한 수단은 다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부상 등이 아니더라도 정상적 사고가 가능하나 평상시 이동의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구조 상황에서 정확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구조
활동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중증도 정도에 따라서는 재난 상황에서 장애
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구급장비나 약물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
이다.
특히 지체장애 등 이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와 대비하여, 의사소통이나 상황
인지가 어려운 장애를 겪는 청각, 발달, 그리고 시각장애의 경우 구조․구급 상황에
서 구조자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은 보다 구조․구급의 효과성을 높
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장애유형에 따른 재난 상황별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구조․구급 활동을 위
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유형에 따른 상황별 구조활동을 위해 장애인 대상의 구조장비 확보 및
구조요원의 장애인 대상 구조역량 강화이다. 현행 소방대원이 재난 현장 구조활동
은 위한 구조장비는 개인의 경우 구조대원 중심의 안전장비 강화와 구조활동 보조
장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조 대상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소방대원의 구조활동 상황을 건물 내 감금사고, 신체가 낀
사고, 기계공작물 사고, 자동차 사고 등 사고원인 중심의 사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조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FEMA의
경우 장애를 고려한 장애인 보호계획은 장애인의 특별한 지원 필요성을 높게 인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생명유지장치와 활동보조 장치 등을 장애인 보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반대로 장애인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의사소통 장애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장애인 등이 사전에
문서로 준비하여 구조활동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승완 외, 2013). 일본
의 경우도 구조 및 피난을 위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단순하게는 펜과
종이의 상시구비 등을 사전 준비물품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대원의 경
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구조활동을 위해 사고 상황 등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가
능한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
라 요구되는 구조장비 등을 선별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적합한 구조장비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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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구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조대원의 전문성
강화 과정에서 구조활동에 필요한 수화 등 청각 장애인과의 대화 수단, 시각 장애
를 고려한 소리로 전달을 통한 의사소통 수단 방안의 강구와 교육이 요구된다.
반면, 구급활동과 관련해서는 재난 상황에 처한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의약품과
의료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등급에 따라서 상시 이용하는 병원과 의약품 정보는 구급의 효과성
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 중인
119안전신고센터의 사전 등록을 통해 장애유형, 등급 그리고 관련 의료정보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장애인의 사전 등록에 기초하고 있어, 미등록 장애인에 대
하여 구급대원이 사전에 구급활동 시 필요한 의약품 또는 병원이송 정보를 파악하
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급활동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구조적 측면에서 장애정보
및 관련 의료기관, 의약품 정보 등을 충분히 교육하는 가운데,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관련 시스템에 자동등록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직접의료지도체계 활성화를
통해 일반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에 필요한 직접의료지도 능
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에 직접의료지도지침을 개정
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 시 장애인에 대한 직접의료지도 역량을 포함하
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의 응급조치활동
이 240여가지가 넘은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응급약물투여나 동맥채
혈 등 일부 활동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받으며, 따라서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24

장애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및 지원체계 연구

3

기관유형별 대피계획 수립

국내의 경우 장애인 재난대피 계획은 장애인 재난대비 매뉴얼 등을 통해 재난
대비 및 피난에 관한 절차, 유의사항을 담아 제공하고 있으나, 예방 및 대비와 피난
가이드라인 혼재되어 있으며, 장애유형에 따른 실제적인 피난방법을 예시하고 있
지도 못한 현실이다(이정수, 2016; 474). 따라서 기관유형별 대피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피난매뉴얼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기준과 방향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대피계획 수립 시 기관유형별로 고려할 사항
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장애인의 활동 및 거주기관을 고려한 재난대피계획 수립 필요성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과 등급, 장애의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사
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 많다. 또한, 장애인 수용시설과 이용시설 등뿐만 아니라 재
가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국내 특성을 고려할 때, 기관유형에 따른 대피계획 수립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령,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피구역 또는 외부로 이동에 도움을 주는 도우미 외에
스스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자블록 설치, 대피로와 대피장소에 대한
사전 안내, 방향지시 음향시스템 등 음성정보 전달 등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청각
장애의 경우 재난 상황 인지 이후 대피활동에서 이동성의 차이 등을 고려한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 방법 대피 유도 조력자의 확보 등으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발달장애 및 지체 장애 등 이동성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경우도 조력자 필
요성이 높은 그룹이라는 점에서 신체활동이 상대적으로 가능한 시각, 청각 장애인
과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과 접점에 있는 기관별로 당해 시설 및 이용자로
서 장애인의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재난대피계획이 별도로 수립될 필요
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이용 및 거주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인, 집단
혹은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하는 시설 등 기관유형을 고려하여 기관에 관련되는 장
애인의 장애유형과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재난 시 대피구역은 계
단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구난요원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난도움을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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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방화구획된 공간을 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탈출 구
역은 연기 및 화재로부터 방화벽을 통해 분리함으로써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이정수, 2016: 474).

2) 재난 및 대피경로 정보 안내 방안 필요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관리법(California Administrative Code, Title 19, Section
3.09) 및 소방법에 의하면 건물의 각층에 피난 안내 정보를 재실자의 부하변수
(occupant load factor)와 건축물 유형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즉 출구의 위
치, 피난경로, 임시피난장소를 나타내고, 피난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이정수,
2016: 474). 이 때 각 안내는 재실자의 위치를 보여주는 현재위치를 표시하도록 하
고 있으며, 피난을 위한 접근성 수준, 긴급경보, 사인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수, 2016: 474-475).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새로운 장소에 갈 때, 혹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경우라 하더라도 재난 발생 시 자신의 위치와 재난대피
구역과의 거리, 경로, 정확한 대응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스스로 피난행동 및
의사결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비장애인에게도 요구되는 정보로서 그 개발
필요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대피정보 전달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결과제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피 계획 수립 시 장애인이 스스로 대피활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난정보 전달계획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시설의
구조적 특성과 차이가 있으나, 재난 발생 지점으로부터 재난 확산 경로를 고려한
대피경로 및 탈출구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접근가능한 피난수단과 피난경로, 피난 구역을 다양하게
설정 및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피난 경로는 장애인의 이동에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로로 설정하며, 고층 건물의 경우 수직피난의 어려움과 엘리베이터 등의 가
동중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 피난구역 및 수평이동 중심의 피난경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시설물 용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
애인 관련해서는 보호시설의 경우 피난계획은 어느 한 시 점에서 건축물을 점유할
수 있는 최대인원(NFPA 101, 3.3.144.2)을 의미하는 생활인원(Occupant load
factor, ft2 per person)을 기준으로 계획하며, 또한, 피난로의 최대 허용 거리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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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 점유자의 수, 연령, 신체조건, 보행속도, 장애물의 형태와 수, 방, 공간 내 사
람의 수와 방 내부의 문으로부터 가장 먼 위치의 거리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이정
수, 2016: 472), 우리의 경우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설(기관)별 재난
대피계획은 소방계획서상의 피난계획을 통해 마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재난약자
로서 노인, 아동, 장애인의 점유현황과 재난 도우미 지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점유현황은 상주 인원으로 하고 있어, 임시거주 및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장애인에 대한 정보 역시 장애유형만을 고려하고 있어, 그 구체
성이 부족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재난대피 계획을 위한 장애인의 정보는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른 체계적인 장애인 대피교
육과 훈련, 대피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점에서 이를 소방계획서 상의 피난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소방계획서 피난계획 등 기관 및 건물별 재난대피매뉴얼 수립 방향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는 문서로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담당 소방서와 피난훈련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장애인 시설 및 피난행태의 특수성에 따른 면밀한 피난계획
수립이 부족한 가운데, 관련법과 기준에 의한 계획수립 및 피난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정수, 2016: 476). 따라서 기관별로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대피계획과 건물특성을 이 계획 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은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접근성이나 피난거
리, 시설기준 등에 대해서는 재실자(장애인)의 행태에 대한 특별한 고려없이 시설
용도 및 구조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이정수, 2016: 475), 이로 인
해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조력자의 도움이 없이 현실적으로 스스로 피난행동을
하기 어려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현행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작
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계획서에는 피난시설과 피난계획을 포함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피난계획서는 소방시설의 배치도 현황은
표시하고 있으면서 정작 피난과 관련된 피난계획도나 피난방법, 피난기구 사용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최규출 외, 2013:
154).
따라서 소방계획서상의 피난계획은 개인별 행동요령, 대피구역, 피난유도계획,
재해약자의 보조방법 및 재집결지 행동요령, 구역/층별 피난경로를 작성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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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장애인 스스로의 피난행동과 관련된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조
력자의 지정만을 포함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기관별 재난대피
계획의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소방계획서상의 재해 약자 관리는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장애인은 이동, 시각, 청각, 언어 장애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
의 정도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와 함께 재난 발
생 시 장애인을 도울 조력자의 경우도, 1대1 매칭을 하고 있어, 비상 상황에서 사전
지정된 조력자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 이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
라서 장애유형 및 등급 등 장애특징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담도록 할 필요가 있
으며, 외부 고객으로서 장애인이 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는 때 재난이 발생하는 상
황을 고려하여, 시설 특성에 따라서는 입주자 장애인 외에 외부 이용자로 장애인의
방문이 많은 경우를 고려한 장애유형별 재난대피 계획과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작
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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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재난 지원 시스템 구성(U-119연계)

U-119안심콜 시스템은 200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확산되어 재난 취약계층인
노인, 중증환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유형 및 등급, 전화번호․
병력․주소․보호자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U-119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하면 비상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맞춤형
안전복지 서비스이다.

[그림 6-4-1] U-119안심콜 서비스 흐름도

가입자가 재난 상황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응급환자의 정확한 정보가 출동 중
인 구급대원에게 전달되어 환자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기 효과적
응급처치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고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서비스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평소 이용하는 병원과 치료를 담당
하는 의사의 연락처를 등록한 경우, 비상상황 시 가장 적합한 병원 이송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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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등록된 보호자에게 신고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하여 함께 살고 있지 않
은 가족의 응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5년 3월까지 가입 등록자는 25만 1천 573명으
로 이 중 질환자(11만 3천 122명), 독거노인(4만 5천 68명), 장애인(5천 800명)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기준 전체 가입자는 419,209명으로 여전히
전체 가입 대상 대비 이용률이 매우 낮다.
특히 장애인 등의 웹 접근성과 활용능력을 고려할 때 스스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U-119안심콜 등록은 홈페이지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으나, 유무선 연락처에 기반을 두어 자가 등록으로 응급상황 시 활용
가능한 병력정보, 보호자, 장애유형과 등급 등을 사전에 기재하여 신고 접수 시 활
용하는 것으로 , 장애인의 경우 복용약물, 지병 여부 등 병력, 보호자 연락처, 주
진료병원 등 수집정보의 광범위로 본인 중심의 가입절차 진행이 어려우며, 수집되
는 장애유형 및 등급 또한, 장애특성에 따른 실제 장애인의 재난 시 문제점을 고려
할 때, 활용에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가입된 전화나 휴대폰이 아닌 다른 전화로
신고가 될 경우 구급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U-119안심콜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약점이 있다.
따라서 U-119안심콜 서비스의 개발목적과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등에 대한 효과
적인 구조·구급활동의 활용을 위해서는 첫째, 등록절차의 간소화 및 건강보험가입
정보 등 관계기관에 사전에 마련된 병력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연동 및 활용가
능성이 필요하다.
둘째, 출동 및 대응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유선 중심보다는 상용화되어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등 GPS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에 기반한 가입
등록이 필수적으로 동반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주 찾는 장소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함께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보호자와 장애인이 상호 격리 또는 분리된 상황에서 재난발생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자주 찾는 시설 및 이용기관 등에 긴급도우미를 지정하여 상호연락망을
함께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응급대응 및 초기 피난활동을 위한 활용 등 시스템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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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2] 안심콜 등록 및 이용

이에 따라, 첫째, 등록절차 개선을 위해 가입자의 동의를 필요로하는 민감정보에
대하여 등록장애인 현황정보를 제공하는 행복e음과 U-119안심콜의 연계, 운영 방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행복e음 시스템 연계
이용의 범위를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 제1항의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1차적으로 행복e음 등록 시 U-119안심콜 등록을
권장하도록 해당 기관에서 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장기적으
로는 비상시 관련 자료 열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신고 위치 정보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다. 최근의 장애인 대상 재난안전경보 체계 및 신고접수는 주거 공간 미 거주시설
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애인의 야외 활동 시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U-119안심콜의 경우 스마트폰 등 무선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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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뿐만 아니라 유선연락처를 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비상시 장애인 등이 유선 연
락처를 통해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기
기 또는 RFID 등 ICT기술을 활용한 위치정보확인 기기를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보
급하여 신고자 정보 확인 시 해당 기기 위치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 또한, GPS기반의 위치추적으로 구조 효과성이 높으나, 각 시도마다 시스
템 환경과 GIS맵의 비표준화 등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표준화하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그림 6-4-3] 안심콜 등록자 신고 시 접수기록 현황

셋째,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활동공간과 이동 장소에 있어서 제
약은 있으나, 이는 활동 장소 및 이동장소가 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재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지정된 긴급도우미를 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주 이용하는 시설, 다중
이용시설 등에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방계획서 상
의 피난계획은 고정된 시설 상시 이용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약자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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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나, 불특정의 이용고객 중 장애인 등 재난약자의 시설 이용
등을 고려하여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U-119시스템에 신고접수 시 해당 재난
발생 장소의 특성에 따라 시설에 사전에 지정된 긴급도우미에게도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시스템상에 시설별 긴급도우미 현황을 연동 또는 별도 구축하는
병렬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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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장애인 재난안전의 선행연구분석, 기존 결과와 소방공무원 설문조사, FGI를 통
해 분석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원체계가 구성되
어야 한다.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장애인이 교육에 참여하고 관련 통
계를 구성하는 과정까지 많은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전한 생활환경과 재난 대
비 환경, 관련 통계, 재난 대응기술 개발은 연구범위가 광범위하여 본 연구의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선행연구와 설문조사, FGI를 통해 분석한 결과 재난 유형별 장애인의 재난대응
방안, 재난안전 교육ㆍ체험ㆍ훈련 방안, 개인별 재난 대피계획, 기관별 재난 대피
계획, 재난 경보ㆍ구조ㆍ구급 방안이 주요 연구결과로 분석되었다. 부가적으로 장
애인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행동요령 방식의 자료가 필요했으며, 재난 경보ㆍ
구조ㆍ구급에서는 소방공무원 대응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했으며, 재난안전 교육ㆍ
체험ㆍ훈련을 위해서는 재난안전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했다.
장애인의 재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유형별 재난 취약특성
을 분류하는 방법이 아닌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
하였다. 장애인의 재난 취약 특성 측면에서 장애유형으로 구분했을 경우 관련 자료
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쉬울 수 있으나,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지원하는 체
계를 만드는 과정은 이동의 어려움, 계단이동 어려움, 음성 의사소통 어려움, 의미
의사소통 어려움, 시각정보 취득 어려움의 5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을 포함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매뉴얼은 장애인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
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고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1~2장 수준
의 국민행동요령방식의 자료 제작방안과 일부 자료를 제작하였다. 장애인이 재난
대응기술을 학습하는 방안과 더불어 재난 상황 발생 시 장애인의 위치를 알수 있도
록 하고, 구급 및 이송상황에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존 복약기록과 치료기록을 실
시간으로 확인할 방안 마련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디딤돌 앱을 개
선하여 정보를 연계가 필요하다.
장애인 재난 교육은 장애인이 재난대응 교육과정은 교육, 체험, 훈련의 과정이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교육은 학교, 복지관, 동사무소 등을 통해
안전관련 정보가 수록된 자료가 전달되고, 관련 자료와 함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
다. 안전 교육 후 체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의 확대와 안전체험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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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반복 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
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재난 지원체계는 소방 공무원이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지원할 때 필요
한 장애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의 포함이 필요하며, 학교, 복지관 등 장애인이
주요 대상인 기관은 장애인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대피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신고과정에서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원, 재난 상황 종료 후
의 과정까지 일련의 과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지원 시스템을 통한 연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지원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으로 지적된 의
사소통 부분에서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응급수어를 지정하여, 장애인과 소방공무원
이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했다.
이러한 장애인의 재난 취약특성과 지원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장애인의 재난대응
방안과 재난 경보, 구조, 구급의 과정, 재난안전 교육, 체험, 훈련의 과정, 재난 대
피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주요 방안이 정책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
도록 관련 정보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
법은 국민행동요령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에서 장애인도 통합적으
로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제작된 자료가 장애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제작과 정보제공은 행정안전부가 제작하고, 안전포탈을
통해 제공하고, 배포방법은 보건복지부의 찾아가는 동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취약특성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도 같은
취약특성을 가지므로 분류체계를 이동의 어려움, 계단이동의 어려움, 음성 의사소
통의 어려움, 의미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각정보 습득의 어려움으로 분류하여 접근
해야 한다. 5개 재난 취약 특성을 기준으로 장애인, 노인 등을 재난계획에 통합 지
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 개인의 취약특성, 구조상황에서의 위치 정보 전송 등의 개인별 대피
계획의 수립은 문서방식이 아닌 안전디딤돌 앱에서 가능해야 하며, 안전디딤돌 앱
을 업그레이드하고, U-119와의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안전 디딤돌에서 의료정보 동의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시간
투약, 병원방문 기록 등을 추출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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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재난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대피계획이 재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와 소방서를 연계하
여 3년에 1회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중증
장애인은 1차적으로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6만 명이 대상이며, 점차 확대하여
중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증장애인 전체를 대
상으로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확
산체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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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장애인 재난안전 설문조사지

장애인 재난지원 방안 연구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재난 발생으로 인한 안전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장애인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재
난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설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응답자의 신상
정보나 의견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해당 적극적인 조사참여를 부탁
드리며, 설문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2017년 9월 7일 ~ 9월 21일
□ 연 구 진: 강정배(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2팀장)
강종오(서울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센터 연구원)
이경민(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 문 의 처: 이경민(02-3433-0686)
□ 설문접수:
□ 이 메 일:

2017년 9월

답례품 수령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활용
▪ 개인정보 수집·활용 목적 : 정책 연구 및 답례품 지급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기타 설문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례품 수령
▪ 수령자 성명( 작성 필수 ) (인)
▪ 연락처(
작성 필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동의합니다(서명:
) ▪ 동의하지 않습니다(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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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담당업무 또는 과거 담당하셨던 업무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화재 진
압 제외)_____
① 구조

② 구급

③ 상황수보

④ 안전교육

⑤ 기타 (

)

2.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_____
① 있다 ⇒ 2-1번 문항 이동

② 없다 ⇒ 7번 문항 이동

2-1. 지원한 장애인의 장애유형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_____
① 지체·뇌병변장애 ② 청각장애 ③ 시각장애 ④ 기타(

)

3. 장애인 지원 시 가장 어려운 점,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_____
① 장애유형 및 특성 이해 부족

② 관련 장비의 부족

③ 장애인 구조·구급 방법을 모르는 것

④ 의사소통 곤란

⑤ 기타 (

)

4.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원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_____
매우 차이가 크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전혀 차이가 없다

①

②

③

④

5. 장애인 구조대상과 의사소통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_____
① 전문가(사회복지사, 수화통역사 등)에 도움 요청
② 가족, 친구, 이웃에 도움 요청
③ 스마트폰 앱 활용

④ 필담(글쓰기)

⑤ 몸짓(제스처)

⑥ 기타 (

)

6. 위에서 사용한 의사소통 방법 중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까? _____
① 전문가(사회복지사, 수화통역사 등)에 도움 요청
② 가족, 친구, 이웃에 도움 요청
③ 스마트폰 앱 활용

④ 필담(글쓰기)

⑤ 몸짓(제스처)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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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별 ｢의료정보카드｣ 내용 중 장애인 구조·구급 시 가장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
니까?_____
① 주 이용 의료기관

② 복용약, 알레르기

③ 의사소통 수준, 방법

④ 최근 진료내역

⑤ 기타(

)

8. 장애인 지원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_____
① 교육경험 없음

② 교육경험 있음

③ 자료만 봄

9. 장애인 지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_____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①

②

③

④

10. 소방공무원이 장애인의 재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필요정도에 따라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내용

필요하지
매우
필요 하다
않다
필요하다

(1) 장애의 정의, 원인, 현황
(2) 장애유형 및 특성
(3) 장애인 편의시설 등 안전한 생활환경
(4) 장애 체험
(5) 보조공학 기기(보완대체의사소통 등)
(6) 장애인 인권
(7) 장애유형별 재난 특성
(8) 재난 유형별 장애인 구조 방법
(9) 장애인 재난 교육방법

11. ‘응급 수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_____
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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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수어(手語): 음성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이 응급상황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어 (선정된 수어는 장애인과 소방공무원 모두가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예정)
* 응급 수어 예: 불, 왼쪽, 오른쪽, 하다, 가능하다, 병원, 보다, 가깝다, 돕다, 못한다, 만나
다, 있다, 안녕하십니까, 없다, 이것, 구조, 집, 돌다, 아프다, 나가다, 어디, 데려가다, 장
애인, 소방관, 택시, 불가능, 부르다, 가능, 부탁하다, 소화, 휠체어, 열다, 닫다, 손가락
* 수어표현 예: 문장(어디가 아프십니까?) → 응급 수어(‘어디’+‘아프다’)

12. 응급수어가 지정된다면 구조, 구급 등의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문장은 무엇입
니까?_____
(예: 손가락이 보이십니까?)

13. 재난 발생 시 가장 치명적인 재난 취약성은 무엇 입니까?
1순위

2순위

➀ 이동의 어려움 [와상이거나 걷지 못함(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중증 내부 장애인 등)]
➁ 수직(계단) 이동의 어려움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를 사용(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등)]
➂ 의미 소통의 어려움 [이야기는 가능하나 내용에 대한 이해 어려움(지적장애인, 자폐
성 장애인)등]
➃ 음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소리를 듣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청각장애인 등)]
➄ 시각정보 취득의 어려움 [눈으로 내용 파악이 어려움(시각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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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래의 재난이 발생하여 대피할 때 장애인의 어떤 특성이 대피의 저해요인이 되는
지, 해당되는 모든 특성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진-이동불가, 수직(계단) 이동 어려움, 의미 소통의 어려움, 시각정보 취득 불가)

분야

재난 취약 특성
수직(계단)
음성
시각정보
이동에
의미 소통에
이동에
의사소통에
취득에
어려움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있는 장애인
있는 장애인
있는 장애인 있는 장애인

재난유형

① 태풍‧호우
자연
재난

② 대설
③ 지진
④ 황사
⑤ 산사태
⑥ 철도‧지하철 사고
⑦ 화재

사회
재난

⑧ 산불
⑨ 건축물 붕괴
⑩ 가스사고
⑪ 정전
⑫ 전기사고
⑬ 응급처치
⑭ 낚시안전

생활
안전

⑮ 물놀이 안전
⑯ 산행안전
⑰ 교통사고
⑱ 승강기 안전사고
⑲ 미세먼지

15. 아래 재난 유형 중 장애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재난유형을
중요도 순으로 5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①
⑤
⑨
⑬
⑰

태풍‧호우
산사태
건축물 붕괴
응급처치
교통사고

2순위

3순위
② 대설
⑥ 철도‧지하철 사고
⑩ 가스사고
⑭ 낚시안전
⑱ 승강기 안전사고

4순위

5순위

③ 지진
⑦ 화재
⑪ 정전
⑮ 물놀이 안전
⑲ 미세먼지

④ 황사
⑧ 산불
⑫ 전기사고
⑯ 산행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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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장애인 국민행동요령 자료현황
재난유형장애유형

보유현황

담당

비고

지진

시각

점자책

울산시

지진

시각

생활정보매거진, 점자

경기도

지진

시각

책자와 점자책 겸용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일반

지체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서울시

일반

지체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경기도

일반

지체

장애인 재난관리 픽토그램 활용가이드

서울시

일반

지체

장애인 재난관리 픽토그램 활용가이드

경기도

일반

전체

장애인을 위한 생활 속이 안전

국민안전처
(소방방재)

일반

청각

장애유형별 특성별 재난관리 매뉴얼

한국장애인개발원

일반

학생

장애학생 재난안전 매뉴얼

교육부

일반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안전대피 매뉴일

장애인고용공단

일반

보호자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보호자

사회복지
시설

일반

보호자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

보호자

거주시설

일반

보호자

사회복지시설 화재대응 매뉴얼

보호자

사회복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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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장애인 대상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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