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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장에서 화재시 군중의 피난행동을 이용한

효율적인 대피방법

Effective Use Of The Evacuation Behavior Of 
The Crowd In A Fire At The Small Theater

신홍경*, 정명진**, 박소진*, 허수빈*

Hongkyung Shin*, Myeongjin Jeong**, Sojin Park*, Subin Heo*

요 약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소극장들은 대형 극장과 달리 화재에 대한 피난관련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극장은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머무는 장소이므로 화재발생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화재

시 대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

로 군중의 피난행동을 이용한 효율적인 대피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소극장, 군중행동, 피난안내, 피난법

Abstract  Currently, most small theaters in Korea are not equipped with fire escape prevention laws unlike large 
theaters. The small theater is a place where many people stay in a small space, which can lead to a great deal 
of damage in the event of a fire. Therefore, we propose an efficient evacuation method using the evacuation 
behavior of the crowd as a way to minimize the casualties in case of a fire in a small theater. 

Key Word : Small Theater, Behavior Of Crowd, Evacuation Guide, Evacuation laws

Ⅰ. 서 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건물은 유동인구가 많

아 재난발생시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

서 재난대처방안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

만 여전히 많은 공공건물에서는 피난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되어있지 않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행동요령

과 같은 체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공공건물 중 하

나인 소극장은 300석 미만의 소규모 극장을 말하며[1],

연간 서울 대학로에서만 소극장을 찾는 관객은 300만명

에 이르는 공연문화 1번지로 성장했다. 소극장은 2014

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을 정도로 대표적인 화재취약

지이다. 건축법의 용도분류에 따라 영화관과 소극장 모

두 제2종 근린생활로 분류하고 있는데 영화관은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에 따라 피난안내

도의 비치 또는 피난 안내영상물 상영이 의무화되고 있

으나 소극장은 예외적으로 300m2(약90평) 미만의 공연

장에 해당되어 현재 그 기준에 맞은 소방설비와 안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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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대한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하

다보니 소극장은 규제도 허술할뿐더러 관리도 되지 않

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서울 대학로에만 이런 ‘규

제 밖’ 소극장이 170~180곳에 달한다[2.3]. 공공건물 중

에서 특히 소극장의 피난설계가 더욱 필요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극이나 영화등을 감상하고 있으면 재난인

지능력이 느려진다. 인지심리학 측면에서 Broadbent의

정보처리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한번에 하나의 자극만

을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들

은 위험에 대한 인지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관

객들은 지정된 자리에서 앉아서 관람하기 때문에 대피

시간도 자연히 길어진다.[4]

둘째로 어두운 공간과 무대장치들이 함께있는 소극

장 내부특성상 재난 발생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 대피시간은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

이므로 이는 소극장에서의 대피방법에 대한 연구의 중

요성을 부각시킨다[5].

마지막으로 공간대비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적은 수

의 출구로 비상상황발생시 대피시에 출구쪽에서의 병

목현상(bottleneck effect)이 발생하는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6]. 갑자기 많은 수의 관객이 제한된 수의 출

구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관객들의 대피시간이 지체되

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소극장에서 화재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중의 피난행동에 근거한

효율적인 대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소극장에서 화재발생시 군중의 피난행동에 근거한

효율적 대피방법을 도출하고자, 소극장 방문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주 동안 온라인과

현장배포 후 직접 회수하였으며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소극장 방문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5명을

제외한 남녀 총 295명의 사람들이 답한 설문을 분석하

였다. 설문지는 크게 6가지로 세분화해서 기본정보 4문

항, 경각성 2문항, 동행의존성 4문항, 사전피난안내 2문

항, 장애물의 영향 2문항, 피난지체요소 4문항, 피난인

지 및 대처능력 4문항,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설문조사분석

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 참여자는 남녀 총300명중 소극장 방문경

험이 없는 5명을 제외하고 295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조

사 참여자들의 남녀 비율은 여성 174명(58%), 남성 121

명(41%) 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연령은

20대가 86%로 젊은 층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방문횟수

는 1~3회가 50%로 가장 높았다.

2) 경각성

그림 1. 입장 시 비상구 인지정도

Fig. 1. Recognition of exit in entrance

그림 2. 피난기구 유무 인지

Fig. 2. Evacuation device identification

사람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소극장의 동선을 인지하

고 있는지와 특정한 공간에 있을 때 언제 비상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얼마나 많은 경각

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소

극장 입장시 비상구 인지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응

답자를 제외하고 인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106명(35%)

과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125명(42%)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소극장 관객중 절반이상은

비상구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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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사전피난안내의 필요

성이 보여 진다.

3) 동행의존성

그림 3. 동행인의 수

Fig, 3. Number of accompanying persons

그림 4. 동행인이 있을 때의 대피지연 정도

FIg. 4. Degree of delay in evacuation when accompanied

그림 5. 동행인이 있을 때 불안정도

Fig. 5. Degree of anxiety when accompanied

그림 6. 누구의 생각을 따를지

Fig. 6. Who will follow

소극장을 방문할 때에 주로 방문하는 인원과 피난시

동행인의 존재여부가 피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한 항목에 대하여 282명(95%)

의 사람들이 소극장에 동행인과 함께 방문한다고 답하

였으며 동행인으로 인한 대피시간 지체에 관한 문항에

서는 `지체 된다`는 답변이 163명(58%), `빨라 진다`는

37명(13%)이였다. 화재 시 동행인과 함께 있음으로 느

끼는 불안정도에는 덜 불안하다가 145명(51%), 불안하

다가 83명(29%)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사

람들은 동행인과 함께 소극장을 방문하고, 동행인이 대

피시간을 지체시킨다고 생각하나 동행인의 존재는 비

상 상황 시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4)사전 피난안내

그림 7. 사전피난안내를 받은 적 있는지

Fig. 7. Have you been given advance evacuation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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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피난 안내 시 가장 효율적인 방법

Fig. 8. The most effective way of evacuation guidanc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의무가

없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극장의 현황과 이를 개

선하기 위해 소극장을 이용해본 사람들의 의견을 알

기 위하여 소극장 사전 피난안내 경험에 `피난안내 못

받음’ 188명(64%)이고, `피난안내 받음`은 107명(36%)

이였다. 피난안내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입장

후 영상안내’가 174명(59%), ’입장 후 음성안내’가 52

명(17%), ‘입장 후 이미지’가 48명(16%)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소극장에서의 사전 피난안내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3분의 2가 피난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

해 소극장의 피난안내 기준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영화관과 마찬가지로 소극장에도 피난안내

도비치 또는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의무가 필요하다.

5)장애물의 영향

그림 9. 장애물의 정도

Fig. 9. Degree of obstacle

그림 10. 장애물이 탈출구를 막고 있을 때, 행동결과

Fig. 10. Behavior when obstacle blocks the exit

소극장의 장애물에대한 인식정도를알기 위하여 조

사한소극장에서피난중방해되는장애물에대한문항

에서 ‘장애물이있거나또는많다’ 268명(90%), ‘없다’27

명(9.1%) 이였다. 대피시장애물이출입구를막고있을

때대처행동에대한응답으로 `다른길을찾거나구조대

원을기다린다.`는남자의답변은 42.1%, 여성의답변은

43.0%, `뛰어 넘거나 구조물을 제거한다.`는 답변은 남

성 여성 모두 55%로 같은 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90%의 사람들이 소극장에서 피난 시 방해되는 장애물

이많다고답하였다. 따라서소극장내부무대장치나그

밖의 시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대피

시장애물이출입구를막고있는경우에자력으로안전

성을 확보하는 남녀는 같은 비율을 보였다.

6) 피난 지체요소

그림 11. 피난이 어려울 것 같은 이유

Fig. 11. Why evacuation is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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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피난 시 우선되는 기준

Fig. 12. Priority in evacuation

그림 13. 피난 시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따라갈 것인지.

Fig. 13. Whether to follow in the direction of moving

그림 14. 피난 시 불안요소

Fig. 14. Anxiety factor during evacuation

소극장 피난을 지연시키는 요인 및 문제점과 사람들

이 피난 시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과 군중의 피난행

동특성을 확인하고 소극장 피난이 힘든 이유를 알기위

한 목적으로 소극장에서 피난 방해요소를 묻는 문항에

`내부어두움`이 214명(36%), `통로폭`이 206명(35%), `

열악한 피난 보조 장치`가 92명(16%)으로 나타났다. 피

난 시 가장 우선 되는 기준은 `직원의 피난 안내`가 191

명(65%), `대다수 사람들의 행동` 50명(17%), `나의 생

각` 46명(16%)으로 나타났다. 화재상황 발생 시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행동인 추종본능

에 대한 문항에 `예`가 84.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

니오`는 15.6%였다. 소극장에서 피난 시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요소에는 `통로 폭 좁음` 152명(26%), `경로가 익

숙하지 않아서` 135명(23%), `많은 사람 때문에` 121명

(21%)으로 나타났다. 내부 어두움과 통로 폭, 열악한

피난 보조 장치 모두 소극장의 피난을 어렵게 하는 요

인으로 안전을 위해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사람들은

피난 시 직원의 피난안내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소

극장 직원을 대피요원으로 선정해 군중을 올바른 방향

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화재상황 발생 시 대

다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따

라간다고 응답하여 군중의 피난행동 중 추종본능이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

하여 통로 폭 좁음을 제외한 `익숙하지 않은 경로`와 `

많은 사람들 때문에`를 소극장의 사전피난안내와 직원

을 대피요원으로 선정하는 시스템 체계를 마련함으로

서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7) 피난인지 및 대처능력

그림 15. 화재 발생 시 피난에 대한 불안정도

Fig. 15. Anxiety about evacuation in case of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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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화재를 확실히 인지하는 시기

Fig. 16. When you know the fire clearly

그림 17. 화재경보기가 울린다면 먼저 하는 행동

Fig. 17. If the smoke alarm rings, what do you do first

그림 18. 최적의 피난경로를 선택할 자신이 있는지

Fig. 18. Do you have the choice of an optimal evacuation route

소극장이 사람들에게 안전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지와 화재발생 시 사람마다 인지하는 시점이 어떻게 다

른지 분석하며, 개인이 아닌 군중일 때 비상상황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심리를 분석하고, 사전피난

안내가 없는 소극장에서 사람들이 피난경로를 파악하

는데 미치는 영향을 알기위한 목적으로 묻는 항목에 소

극장 화재발생으로 피난 시 불안 정도에 ‘불안하다’가

161명(54%)이며, `거의 불안하지 않다`는 7명(2%)이였

다. 소극장 화재를 확실하게 인지하는 시점은 `연기와

냄새가 직접적으로 느껴질 때`가 132명(44%), `화재 경

보가 울리기 시작할 때` 74명(25%), `직원들이 피난안

내를 시작할 때` 59명(20%), `사람들이 대피하기 시작

할 때`는 30명으로 (10%)나타났다. 화재경보기가 울릴

때 가장먼저 할 것 같은 행동으로는 `주위사람들의 행

동을 살핀다.`가 140명(47%), `즉시 일어나 대피한다.`

가 77명(26%), `직원을 먼저 찾는다.`는 48명(16%), `오

작동이라고 생각하여 가만히 있는다.`가 30명(10%)으로

나타났다. 소극장 화재 시 올바른 피난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가 151명(51%), ‘반 정

도 확신 한다`는 97명(32%), `확신 한다`가 46명(15%)

이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소극장이 구조적으로 안전

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화재경보기가 울릴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으로 절반 가까이가 주위사람들의 행동

을 살핀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소극장에서 화제가 발

생했을 때 사람들이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

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보여진다. 또한 화제 시 올바른

피난경로를 선택하기 위해 사전피난안내가 절실히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 론

소극장은 그 규모가 작고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하

고 있으며, 적절한 안전시설에 대한 법령이 미비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극장에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중의 피난행동에 근

거한 효율적 대피 및 안전관리방법을 제시하고자, 소극

장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1)대부분의 소극장 관람자들이 비상구를 인지하지

않고 있으며, 혼자가 아닌 동행인과 소극장을 방문하고

피난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또한 가장 효율적인 피난

안내 방법으로는 이미지와 영상을 들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직원의 피난안내를 가장 우선시 하고, 많은 사

람들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따라갈 것이라고 답하였다.

2)피난시 많은 사람수와 좁은 통로폭, 경로가 익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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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점이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들고 있으며, 사람

들은 연기와 냄새가 직접적으로 느껴져야 화재를 인지

하며, 연극관람도중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때 주위사람

들의 행동을 살피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소극장에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대책을 제

시한다. 첫째로 피난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좌석을 비상구 주위로 배치한다. 두 번

째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피난교육실시 및 대피요원

선정으로 화재발생시 군중을 올바른 방향으로 피난안

내를 한다. 세 번째로 영화관과 같이 피난 안내물 상영

및 피난안내도 비치를 통해 소극장내 피난안내를 의무

화한다. 마지막으로 피난유도등 ,객석 유도등의 조도 기

준을 기존의 0.2Lux에서 1Lux로 기준을 상향시켜 짙은

연기속에서 사람들이 유도등을 보고 피난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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