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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Purpose, Methoud: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region 

of Youngdong, Gangwon Province, to find out their awareness about their forest fire disaster 

experiences, the occurrence of forest fire, forest fire disaster education and coping behaviors for it. It's 

meant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forest fire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Four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1. What is the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ir own 

forest fire disaster experiences? 2. What is their awareness on the occurrence of forest fire disaster? 3. 

What is their awareness on forest fire disaster education? 4. What is their awareness on coping 

behaviors for it? Result: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for awareness on forest fire 

disaster experiences, 95.8 percent of the students that accounted for the majority knew about the 

meaning of forest fire. The students who knew about the meaning of disaster represented 80.8 percent. 

Second, as for awareness on the occurrence of forest fire, 35.8 percent thought forest fire broke out the 

most in summer. The students who had never seen forest fire in person accounted for 79.2 percent, 

which were the majority. Concerning the route of being aware of forest fire, the largest number of the 

students learned about it from TV, followed by families, friends, teachers, radio/schools and 

textbooks. Third, as for learning experiences on forest fire disaster, the students who had received this 

education accounted for 83.3 percent, which were the majority. This education was mostly provided 

by schools, and the second most common educational place was fire stations. Fourth, as for coping 

behaviors for the occurrence of forest fire, 80.5 percent replied they would dial the 119 emergency 

center, and the second most dominant answer was going up to the mountaintop, followed by quickly 

coming down to go home and having no idea.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It is judged that 

education on forest fire disasters and production of educational materials should be consistent and 

continuous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Keywords: Forest fire Disaster, Awareness, Elementary Students 

요 약

연구목적, 방법:본 연구는 강원도 영동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산불 재난 경험, 산불 발생, 산불 재

난교육, 산불 대처 행동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고, 산불재 난교육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산불재난 경험에 대한 인식에서 산불의 뜻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이 

95.8%, 재난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은 80.8%로 나타났다. 둘째, 산불 발생에 대한 인식으로는 산

불이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35.8%가 생각하였다. 산불이 난 것을 본 적이 없는 학생은 79.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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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산불의 인지 경로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접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 친구들, 선생님, 라디오와 학교, 교과

서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불재난 학습경험으로는 산불재난 교육을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이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산불재난 교육

은 학교가 대부분이었고 소방서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넷째, 산불 발생에 대한 대처행동으로는 119 신고를 80.5%가 응답하였고, 산꼭대

기로 올라간다, 얼른 집으로 내려온다, 모르겠다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산불재난에 대한 교육과 교육자료 제작이 일관성 있

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산불, 재난 교육, 초등학생, 설문조사

서 론

산불로 인한 피해는 다른 어떤 재해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심각하다. 왜냐하면 산불은 짧은 시간에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

산 손실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을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Park, 

2008; Yeom et al., 2019; Lee et al., 2017). 그리고, 산불도 사회적 재난의 한 분야이다. 

한국의 산불재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근 연구들은 산불재난 대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산불 현황, 등산

객 인식 조사, 소방 공무원에 대한 산불 교육 훈련 실태 분석에 그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효율적인 산불 재난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특히 매년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있는 초등학

생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산불재난 학습 경험, 산불재난 교육 방법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향후 산불 재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라도 시급하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인간 초기 발달 단

계에서의 재난 예방 의식교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산불재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산불재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실태를 조사하여 초등학생들의 효과적인 산불재난 교육 방향을 제

시하고, 초등학생들의 산불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

조사대상지 및 자료 분석방법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설문조사를 위한 연구대상자의 측정범위는 강원도 영동지역 소재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의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

상으로 한정하었다. 또한, 분류오차(classification error)를 최소화하고자 표본추출을 위한 방법으로 단순무작위추출법을 사

용하였고, 대상 지역의 표본 조사대상자는 120명이었고, 120명 모두 응답해 참여율은 100%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2018

년 사이, 사전에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조사 참여를 의뢰하였고,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

고, 회수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초등학생들의 산불 재난 경험과 산

불 발생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산불재난 교육과 대처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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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표본 집단 구성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서와 같이 설문조사대상자는 총120명 중 성별로는 여학생이 62.5%

로 남학생 37.5%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5학년이 66.7%로 6학년 33.3%보다 많았다. 거주 지역별로는 동해와 

삼척, 강릉 지역이 각각 33.3%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자 45 37.5

여자 75 62.5

학     년
5학년 80 66.7

6학년 40 33.3

거주 지역

동해 40 33.3

삼척 40 33.3

강릉 40 33.3

계 120 100.0

조사 항목 및 세부 구성 

산불재난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 연구를 위해 선행 연구인 Lee et al.(2012)의 ‘산불재난 교육에 대한 산림 공무원들의 

인식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산불 재난 전문가 1명, 교육 전문가 1명, 초등학교 교사 1명과 전자 우편, 개별 면접, 그리고 전

화로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관련 전문가와 수정·보완한 질문지다. 산불 재난 사전 경험에 대한 

질문 9문항, 산불 발생과 진화 주체 3문항, 산불 발생 목격과 경로 3문항, 산불 재난 학습 경험과 경로 2문항, 산불재난 교육 

주체와 방법 2문항, 산불 발생 시 대처 행동 2문항, 산불 발생 시 가장 어려운 점 1문항 등 총 7 조사 영역에 23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산불 재난 경험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

산불 재난 사전 경험

초등학생들의 산불 및 재난의 의미 인지와 산에서 쓰레기 소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ealization of forest fire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산불의 의미 인지
예 115 95.8

아니오 5 4.2

재난의 의미 인지
예 97 80.8

아니오 23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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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alization of forest fire (Continue)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산불 재난 의미 친구에게 설명능력
예 60 50.0

아니오 60 50.0

입산 시 좋은 기분
예 91 75.8

아니오 29 24.2

화분에 물을 준 경험 유무
예 117 97.5

아니오 3 2.5

오랜 옛날 소방관 존재에 대한 인식
예 37 30.8

아니오 83 69.2

산에서 쓰레기 소각에 대한 인식
예 2 1.7

아니오 118 98.3

풍년을 위한 논두렁/밭두렁 소각
예 10 8.3

아니오 110 91.7

산에서 어른들의 흡연 장면 목격 경험
예 64 53.3

아니오 56 46.7

계 120 100.0

먼저 산불의 의미에 대한 인지 여부별로는 산불의 뜻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이 95.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학생은 4.2%로 비교적 적었다. 또한 재난의 의미에 대한 인지 여부별로는 재난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이 80.8%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학생은 19.2%로 나타났다.

산불재난 의미에 대한 친구에게의 설명능력을 보면, 산불재난의 의미를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이 각각 50.0%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 입산 시 기분 상태에 대해서는 산 속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5.8%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 24.2%보다 많았다. 화분에 물을 준 경험 유무별로는 화분에 물을 준 적이 있는 학생

이 9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학생은 2.5%로 매우 적었다. 오랜 옛날 소방관의 존재에 대해서는 오랜 옛

날에 소방관이 없었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69.2%로 있었다고 인식하는 학생 30.8%보다 많았다.

산에서의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는 산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안된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98.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태워도 된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1.7%로 매우 적었다. 풍년을 위한 논두렁/밭두렁 소각에 대해서는 논두렁과 밭두렁은 풍년

을 위해서도 소각해서는 안된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91.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각해도 된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8.3%로 비교적 적었다. 산에서 어른들의 흡연 장면 목격 경험여부로는 어른들이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적 있는 학생

이 53.3%로 그렇지 않은 학생 46.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과 진화 주체

산불 발생 계절과 하루 중 산불 발생 시기, 그리고 산불 진화 주체에 대해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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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alization about occurrence & control agents of forest fire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산불 발생 계절

봄 6 5.0

여름 43 35.8

가을 25 20.8

겨울 21 17.5

모름 25 20.8

하루 중 산불 발생 시기

아침 6 5.0

점심 43 35.8

저녁 25 20.8

밤 21 17.5

모름 25 20.8

산불 진화 주체

나 6 5.0

부모님 - -

선생님 - -

소방관 110 91.7

동네주민 4 3.3

계 120 100.0

먼저 산불 발생 계절에 대해서는 산불이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을 20.8%, 겨울 17.5%, 봄 5.0% 순으로 나타났고, 산불 발생 계절에 대해 모르는 학생은 20.8%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초

등학생들은 산불이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루 중 산불 발생 시간에 대해서는 산불이 하루 중 점심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저녁 20.8%, 밤 17.5%, 아침 5.0% 순으로 나타났고, 모르는 학생은 20.8%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산불

이 하루 중 점심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 부분 또한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 산불통계에 

의하면 산불의 발생은 오후 14시-18시 사이에 42%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 2019). 산불 진화 주체에 

대해서는 산불은 소방관이 진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91.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학생 자신 5.0%, 동

네주민 3.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산불은 소방관이 진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불 발생 목격과 경로

초등학생들의 산불 발생 목격 경험과 산불 소식 인지 경로, 그리고 산불 발생 시 대피장소 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Realization about sighting & cognitive route of forest fire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산불 목격 경험
있다 25 20.8

없다 95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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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alization about sighting & cognitive route of forest fire (Continue)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산불 소식 인지 경로

(복수응답)

텔레비전 110 33.2

라디오 24 7.3

교과서 22 6.6

동화책 10 3.0

가족 50 15.1

선생님 26 7.9

친구들 36 10.9

학교 24 7.3

산 14 4.2

거리 8 2.4

기타 7 2.1

계 331 100.0

산불 발생 시 대피장소 

인지 여부

있다 54 45.0

없다 40 33.3

관심없다 26 21.7

계 120 100.0

산불 목격 경험별로는 산불이 난 것을 본 적이 없는 학생이 79.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본 적이 있는 학생은 20.8%

로 그다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산불이 난 것을 본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산불 소식 인지 경로별로는 산불 소식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은 학생이 3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 15.1%, 

친구들 10.9%, 선생님 7.9%, 라디오와 학교 7.3%, 교과서 6.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산불 소식을 텔레비

전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산불 발생 시 대피장소 인지 여부별로는 산불 발생 시 대피할 장소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이 45.0%로 그렇지 않은 학생 

33.3%보다 많았으나 상당한 학생들이 산불 발생 시 대피할 장소에 대해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산불 재난 교육과 대처 행동

산불 재난 학습 경험과 경로

초등학생들의 산불재난 학습 경험과 학습 경로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산불재난 교육 학습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산불재난 교육을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이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

며, 그렇지 않은 학생은 16.7%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산불재난 교육을 배운 적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산불재난 교육 학습 경로별로는 산불 재난 교육을 학교에서 배운 학생이 71.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소방서 

16.0%, 기타 11.0%, 집2.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산불 재난 교육을 학교에서 배웠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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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ducation experiences & route of forest fire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산불 재난 교육 학습 경험

있다 100 83.3

없다 20 16.7

계 120 100.0

산불 재난 교육 학습 경로

집 2 2.0

학교 71 71.0

학원 - -

소방서 16 16.0

기타 11 11.0

계 100 100.0

산불 재난 교육 주체와 방법

초등학생이 선호하는 산불재난 교육 주체와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Education subject & method of forest fire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선호하는 산불 재난 교육 주체

(복수응답)

부모님 31 14.2

담임선생님 45 20.5

보건선생님 19 8.7

교장선생님 8 3.7

대학생 14 6.4

교수님 15 6.8

경찰관, 소방관 82 37.4

동네 어르신 2 0.9

기타 3 1.4

계 219 100.0

흥미로운 산불 재난 교육방법

(복수응답)

게임 66 30.7

교과서 5 2.3

역할극 30 14.0

동영상 42 19.5

그림책, 동화책, 만화책 10 4.7

현장학습 53 24.7

특강 듣기 6 2.8

동요와 율동 2 0.9

기타 1 0.5

계 215 100.0

먼저 선호하는 산불재난 교육 주체를 보면, 산불재난 교육을 경찰관, 소방관으로부터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이 37.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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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담임선생님 20.5%, 부모님 14.2%, 보건선생님 8.7%, 교수님 6.8%, 대학생 6.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산불재난 교육을 경찰관, 소방관으로부터 가장 많이 배우고 싶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로운 산불재난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산불재난 교육방법으로 게임방법이 흥미롭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3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장학습 24.7%, 동영상 19.5%, 역할극 14.0%, 그림책, 동화책, 만화책 4.7%, 특강듣기 2.8% 순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산불 재난 교육방법으로 게임방법이 가장 흥미롭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산불 발생 시 대처행동

산불 발생 시 대처행동에 대해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Response to forest fire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등산 시 산불 발생에 대한 

대처행동

내가 끈다 1 0.8

꼭대기로 올라간다 9 7.5

119에 신고한다 102 85.0

얼른 집으로 내려온다 5 4.2

구조될 때까지 기다린다 1 0.8

모르겠다 2 1.7

뒷산에 산불 발생 시 

우선적 행동

얼른 대피한다 28 23.3

동물들을 풀어준다 2 1.7

수돗물을 틀어서 불을 끈다 3 2.5

불이야 소리를 지르며 어른들께 알린다 79 65.8

문을 꼭 닫고 방에서 구조될 때까지 기다린다 1 0.8

기타 7 5.8

계 120 100.0

먼저 등산 시 산불 발생에 대한 대처행동에 대해서는 등산 시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

는 학생이 8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꼭대기로 올라간다 7.5%, 얼른 집으로 내려온다 4.2%, 모르겠다 1.7%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등산 시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산꼭대기로 올라간다의 경우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에 안전지역으로의 대피행동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뒷산에 산불 발생 시 우선적 행동에 대해서는 뒷산에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먼저 불이야 소리를 지르며 어른들께 알려야 

한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6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얼른 대피한다 23.3%, 기타 5.8%, 수돗물을 틀어서 불을 끈다 

2.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뒷산에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불이야 소리를 지르며 어른들께 알

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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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시 가장 어려운 점

산불 발생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The most difficult thing in case of forest fire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생명 위협 90 75.0

구조되기 힘듦 11 9.2

길을 잃음 7 5.8

배고픔 5 4.2

기타 7 5.8

계 120 100.0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불 발생 시 생명 위협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7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

음으로 구조되기 힘듦 9.2%, 길을 잃음과 기타 5.8%, 배고픔 4.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산불 발생 시 생명 

위협이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불 재난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산불재난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불재난 경험에 대한 인식에서 산불의 뜻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었다. 산불재난의 의미를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각각 50%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 오랜 옛날 소방관이 없었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69.2%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우리나라 소방교육의 역사에 대한 교육자료 제작과 보급이 시급하다. 

둘째, 산불 발생에 대한 인식 중 산불진화 주체에 대해서는 산불은 소방관이 진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91.7%로 나타났다. 

산불 목격 경험은 79.2%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불소식 인지 경로는 텔레비젼을 통해서 들은 학생이 가장 많았고, 가족, 

친구들, 선생님, 라디오와 학교, 교과서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 시 대피할 장소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은 40.5%로 이 부

분에 대한 보다 많은 교육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TV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산불 재난교육의 컨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산불 재난교육에 대한 인식에서 산불 재난교육을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은 83.3% 분포하였다. 산불재난 학습경로로는 

학교에서 71.0%, 소방서, 기타, 그리고 집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산불 재난교육을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가정이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학생들이 배우고 접하게 하였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개발하고 공개하여 학교, 가정과 소

방서가 서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는 산불 재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산불재난 교육에 대한 인식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산불 재난교육 주체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가장 많았다. 흥미로운 

산불재난 교육방법으로는 게임의 방식을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현장학습과 동영상으로 나타났다. 산불발생시 대처행동으

로는 119 신고를 하겠다는 학생이 85%로 가장 많았고,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는 반응과 집으로 내려온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산불 발생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생명 위협이 가장 두렵고 어려운 점이라고 하였고, 구조되기 힘듦과 길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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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배고픔으로 나타났다. 산불재난 교육은 담임교사 보다 관련 전문가가 더욱 교육적 효과가 있다. 현재 전국에 소방안전교

육사가 근무하고 있기에 이들을 중심으로 산불재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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