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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화재예방 대책 연구

A Study of Fire Prevention Measure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김종국*, 한동호**

Kim, Jong Kouk*, Han, Dong-Ho**

요 약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만혼, 비혼, 별거, 사별, 귀농귀촌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등으로 인한 1인가구 증가라는 현상에 대해 1인가구의 화재예방 대책을 탐구하고 있다. 1인가구의 화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구조적 차원에서 주거환경문제가 있다. 행태적 측면에서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화재발생 증가가 있

다. 1인가구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외 없는 안전규제가 필요하다. 행태적

차원에서는 관계기관 예방안전지도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전기

레인지의 제조사들은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안전장치, 예를 들면 자동 전원 차단장치나 타이머를 활용한

전원 공급 등을 개발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홍보영상으로 만들어 배포하거나

가상현실로 구현된 재난대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주요어 : 화재재난, 1인 가구,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fire prevention measure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on the phenomenon of an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due to changes in the family structure due to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full marriage, non-marriage, separation, bereavement, and returning to farming villages, and increased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The factor that affects the fire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the residential 
environment problem at the structural level. In terms of behavior, there is an increase in fire occurrence due to 
the rearing of companion animals. In order to prevent fires in single-person households, safety regulations 
without exceptions are needed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t the structural level. At the behavioral 
level,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evention and safety guidance of related organizations. In addition, as a 
measure to prevent fire caused by companion animals, manufacturers of electric ranges should develop safety 
devices to prevent fires caused by companion animals, such as an automatic power-off device or power supply 
using a timer. It can also be an important means to create and distribute promotional videos of measures 
necessary to safely raise companion animals, or to develop and distribute disaster preparedness programs 
implemented in virtual reality.

Key words : fire disaster, single-person households, fire caused by companion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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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의 인구사회학적 구조는 급속도로 변화를 보이

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만혼, 비혼, 별거, 사별, 귀농귀

촌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등으로 인해 1인가구 증가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인가구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기에 따라, 장년층은 이혼을 포

함한 새로운 생애설계 경험에 따라, 노년층은 은퇴 이

후의 삶의 설계나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해 발생하

고 있다. 서울시가 2020년 11월 25일 발표한 ‘서울 거주

1인 가구의 특징 분석’을 보면 서울의 ‘1인 가구’가 전

체의 33.9%를 차지했다. 1980년 8만2천 가구에 불과했

던 1인 가구는 2019년에 이르러 130만 가구로 16배 증

가했다. 1인가구의 연령대도 큰 변화가 발생했다. 1994

년 이전 1인 가구의 70% 정도가 20∼30대였다. 하지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15년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4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1] 1인가구의 증가는 한국

만의 문제가 아니다. 1인 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

상으로 이미 40%비율이 넘는 국가가 속출하고 있으며

50%가 넘는 국가와 도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럽

연합의 국가와 도시들에서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18년 기

준 유럽의 33.9%가 1인 가구라고 한다. 특히 스웨덴은

56%가 넘었고 리투아니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다

른 유럽연합국가들도 40%를 넘고 있다. 반면에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및 아프리카 등은 10%내외를 유지

하고 있다.[2] 자본주의 경제의 선진화와 정치적 민주화

를 이룩한 유럽사회에서 높은 1인 가구 증가율을 보인

다는 점은 한국사회가 발전할수록 1인 가구의 증가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1인 가구 증가

를 경험해온 외국에서 도입된 제도들은 주거지원을 통

한 공동체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

책 수단으로는 1인 가구형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다양한 1인 가구 주거수당 지원 강화 등이 활

용되고 있다. 또한 돌봄을 통한 외로움 방지 및 자활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3] 한국에서의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이슈는 매우 많다. 주로 노인

층에서 나타나는 안전사고와 고독사의 문제, 1인 가구

의 안전과 범죄예방의 문제, 건강관리의 문제, 1인 가구

의 젠더 특성, 1인 가구의 고용형태 문제, 1인 가구의

주거만족도 등 다양한 이슈들이 연구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슈들과는 다르게 1인 가구의

화재예방 대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화재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의 화재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안

전규제가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화재발생 시

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

시에 화재발생지역의 주민들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

도록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화재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기본요건은 화재의 철저한 예방과 화재

발생 시의 신속한 진압과 화재지역의 피해자들의 대피

라고 할 수 있다. 화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자체는 1인 가구이건 다인 가

구이건 간에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인 가

구와 다인 가구 간에는 화재발생 양태에서 차이가 발생

한다. 그 원인은 삶의 구조적인 측면과 행태적인 측면

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구조적인 측면은 1인 가구가 거

주하는 거주지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한국의 1인 가구

는 일부 고소득층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은 낮으며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행태적인 측

면은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안전에 대한 대

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다인 가구의 경우에는 구성원

의 대다수가 안전의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소수의 구

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경우 적절한

예방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1인 가구가 생계

를 위한 활동만으로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1인

가구는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환경이어서

다양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한국사회

의 전반적 경향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1인가구는 다인가

구에 비해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1인가구의 화재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구조적 측면인 주거환경과 행태적 측면인 생활방식을

특히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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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인가구의 주거환경

1. 1인 가구의 주거 및 안전특성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가장 기초적인 연구는 1인가구의 현황에 대한 연

구이다. <표 1>은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

책과제에서 제시된 세대별 주거 및 안전특성을 정리한

내용이다.[4] 2016년도에 발간된 연구이므로 현재와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파

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먼저 자가소유율을 보면

청년층은 11.6%, 중년층은 29.9%, 노년층은 44.3%로 소

득이 적은 청년층에서 자가소유율이 가장 낮고 나이가

드들어가감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여 자가소유율이 증

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다인가구에 비해서

는 자가소유율이 월등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비용

마련방법에서도 청년층은 75.8%, 중년층은 88.9%, 노년

층은 89.5%로 나이를 더 먹음에 따라 자기 돈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 구조, 성능, 환경이 본 연구의 초

점인 화재예방과 직결되는 논점이므로 자세히 살펴 본

다. 먼저 튼튼하고 내열, 내화, 방열, 방습에 부적절한

재질임에 대해서는 청년층은 9.3%, 중년층은 20.0%, 노

년층은 22.3%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년층의 경우 상대

적으로 신체조건이 양호하므로 재질문제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인

가구의 경우 청년층은 12.0%, 중년층은 12.4%, 노년층

은 14.2%로 거의 차이가 없다. 방음, 환기, 채광, 난방

설비 미흡함의 경우 1인 가구는 청년층은 11.6%, 중년

층은 16.0%, 노년층은 18.0%로 나이가 들수록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등으

로 부적절함의 경우 1인 가구는 청년층은 7.7%, 중년층

은 7.9%, 노년층은 6.5%로 나타났다. 같은 항목에 대한

다인가구의 비율보다 모든 연령층에서 1인 가구의 비율

이 높았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미흡의 경우 1인가구는

청년층은 3.9%, 중년층은 3.3%, 노년층은 2.8%로 나타

났다. 반면에 다인 가구의 경우 청년층은 1.6%, 중년층

은 1.7%, 노년층은 2.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

합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구조, 성능, 환경에 관한 주관

표 1. 세대별 주거 및 안전특성
Table 1. Housing and safety characteristics by household

구분
청년층(20∼39세) 중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

1인 가구 다인 가구 전체 1인 가구 다인 가구 전체 1인 가구 다인 가구 전체
자가소유율 11.6 58.0 55.6 29.9 64.0 62.3 44.3 76.0 69.4
점유형태
자가 11.6 58.0 55.6 29.9 64.0 62.3 44.3 76.0 69.4
전세 26.6 19.0 19.4 16.3 16.2 16.2 12.1 7.3 8.3

보증부 월세 45.2 16.5 18.0 38.7 13.6 14.8 17.2 8.2 10.0
월세(사글세) 3.9 1.1 1.3 3.6 1.4 1.5 3.8 0.6 1.3
기타 12.7 5.4 5.8 11.5 4.9 5.2 22.7 7.9 11.0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택비용 마련방법1)

자기 돈 75.8 89.7 89.0 88.9 92.3 92.1 89.5 94.9 94.0
무상으로 도움받음 16.7 2.7 3.4 5.0 1.3 1.5 7.0 1.9 2.7

부모, 형제, 친척, 친구로부터 빌림 5.1 0.9 1.1 2.5 0.6 0.7 0.8 0.5 0.5
금융기관 대출 2.3 6.6 6.4 3.9 5.8 5.7 2.7 2.8 2.7

사채 0.0 0.0 0.0 0.0 0.0 0.0 0.0 0.0 0.0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택 구조, 성능, 환경2)

튼튼하고 내열, 내화, 방열, 방습에
부적절한 재질임

9.3 12.0 11.8 20.0 12.4 12.8 22.3 14.2 15.8

방음, 환기, 채광, 난방 설비 미흡함 11.6 10.4 10.5 16.0 10.9 11.2 18.0 11.1 12.5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등으로

부적절함
7.7 5.3 5.4 7.9 4.7 4.8 6.5 5.3 5.6

자연재해로부터 안전미흡 3.9 1.6 1.7 3.3 1.7 1.7 2.8 2.3 2.4
주: 1) 주거비용 마련방법은 1순위(금액이 가장 많은 방법)를 분석함
2) 자신이거주하고있는주택의구조, 성능, 환경에대해이분범주(예, 아니오)로질문하였으며, 각문항에해당하는응답비율을제시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원자료 재분석
출처: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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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응답비율로 볼 때 1인 가구의 거주자가 다인 가구의

거주자보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인 가구의 낮은 자가소유율에 비

추어볼 때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1인 가구

중에 노인 1인가구의 생활환경 및 안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2>는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

과 정책과제에서 추가로 제시된 내용이다.[5] 노인 1인

가구의 아파트 거주율은 다인가구의 거주율보다 낮다.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율은 다인가구의 2배가 넘는다.

가정내 안전사고 경험율은 1인 가구 4.4%, 다인 가구

2.6%로 역시 1인가구가 높다. <표 2>를 통해 알 수 있

는 것은 노인 1인가구의 생활환경과 안전이 다인가구보

다 열악하다는 점이다.

표 2. 노인 1인가구의 생활환경 및 안전
Table 2. Senior one-person family’s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afety

구분 1인가구 다인가구 노인 전체

아파트 거주율 27.6 36.8 34.7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율 5.2 2.5 3.1

가정내 안전사고1) 경험율 4.4 2.6 3.0

노인차별 9.6 6.3 7.1

학대 경험률

신체적 학대 0.2 0.1 0.1

정서적 학대 9.9 6.5 7.3

금전적 피해 0.7 0.2 0.3

적절한 돌봄 부재(방임) 3.6 0.9 1.5
연락 또는 경제적 지원

단절
6.2 1.7 2.8

주: 1) 화재, 가스노출, 누수 등
자료: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출처: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p.54

2. 종로 고시원 화재 사례

1) 1인 가구의 거주지 유형

앞에서 1인 가구의 자가소유율이 다인가구보다 낮으

며 주택구조, 성능, 환경에서 뒤떨어짐을 확인했다. 그

럼 1인 가구가 사는 거주지는 어떤 것들인가? 1인 가구

중의 소수는 자가 아파트와 개인주택에 거주한다. 나머

지 유형은 원룸, 오피스텔, 지하 또는 반지하, 고시원

등이 있다. 이러한 주거형태가 화재에 취약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는 종로 고시원 화재사례이다. 이하에서

는 종로 고시원 화재 사례를 통해 1인 가구 주거지의

취약성을 살펴본다.

2) 종로 고시원 화재사례

2018년 11월 9일 오전 7시 30분경 대한민국 서울특

별시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

재 사건이다.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

당 건축물은 1983년 8월 30일 최종 사용승인을 받은 건

물로 지상 3층 지하 1층의 건물로 지하 1층은 다방, 지

상 1층은 음식점, 2층과 3층은 고시원으로 운영돼 왔으

며 총 53개(2층 34개, 3층 29개)의 방이 들어서 있다.

이날 화재는 3층 고시원의 유일한 피난로였던 계단

출입구 앞 301호에서 처음 발화되었다. 301호 거주자의

전기난로에서 난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하였다. 불이 거

세어 내부 사람들의 대피로가 막혔던 것이 피해가 크게

된 원인이었다. 해당 건물에는 9종류의 소방시설이 설

치되어 있었다. 수동식 소화기 58개, 간이소화용구 3개,

유도등 10개, 유도표지 55개, 완강기 2개, 비상벨설비 2

개, 가스누설경보기 3개, 휴대용비상조명등 58개, 단독

경보형감지기 54개 등이다. 이러한 설비들이 제대로 작

동했다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

만 사후 현장조사 결과 소방관계자는 자동화재탐지설

비 수신기에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조작돼 있던 것

을 확인했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비의 부재가 피해를

키웠다. 정부는 계속된 고시원의 화재로 인해 2009년

새롭게 허가 받는 모든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2007년 허

가를 받아 스프링클러설치의무를 면제받았다. 고시원업

주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스프링클러설치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으나 건물주의 반대로 설치하지 못

했다. 78cm에 불과한 고시원의 비좁은 복도 역시 2009

년 고시원 안전규정에 의한 복도 폭 120cm보다 작았지

만 이미 허가받은 고시원이라는 점에서 적용되지 않았

다. 또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각종 소방시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소방관련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배

치되고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소

방서에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은 시기가

1983년 8월 30일이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면제되었다.

결국 강화된 안전규제가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

했다고 할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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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인 가구의 생활 행태

1. 1인 가구의 일반적 생활행태

서울시가 2020년 11월 25일 발표한 ‘서울 거주 1인

가구의 특징 분석’을 보면, 40대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같은 연령대 다인 가구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이 높은 상용직 비중을 비교해보면 20∼30대는 1인 가

구나 다인 가구나 큰 차이가 없었지만, 40∼44살의 경

우엔 1인 가구는 70.5%, 다인 가구는 82.9%로 12.4%포

인트 차이가 났다. 45∼49살도 1인 가구는 68.0%로 다

인 가구(77.4%)보다 훨씬 낮았다. 서울시가 서울에 사

는 1인가구 500명(18∼65살)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

사의 결과를 보면 경제적 여건과 관련 없이 62.8%가 1

인 가구 생활을 지속하기를 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간섭받지 않는 독립된 생활(73.1%), 나 자신을 위한 투

자 및 지출 가능(31.1%), 효율적인 시간 활용(30.3%)의

차례로 답했다.[7] 통계청은 2020년 6월 23일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동향’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보면, 취업자인 1인 가구

는 367만1천 가구로 전년보다 13만4천 가구(3.8%) 늘었

다. 전체 1인 가구의 60.8%만 일자리를 갖고 있다. 약

40%가 미취업 상태인 데 고용률이 낮은 60세 이상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9년 1인 가구 고용률은 전

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울산(-4.1%포인트), 세종

(-2.3%포인트), 경남(-2.3%포인트), 부산(-1.6%포인트)

등의 지역에서 고용률 하락폭이 컸다. 전국에서 1인 가

구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71.8%)였다. 임금

수준별로 보면 200만~300만원 미만이 36.0%로 가장 많

았다. 이어 100만~200만원 미만(21.3%), 300만~400만원

미만(18.8%), 400만원 이상(12.2%), 100만원 미만

(11.7%) 등 순이었다. 1인 가구 취업자 3명 중 1명꼴로

200만원 미만의 저임금 취업자다. 따라서 이러한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을 보면 자가소유율이 낮을 수밖에 없

음을 확인할 수 있다.[8]

2.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 발생

1)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발생의 현황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화재

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통계를 발

표했다. 3년간의 화재통계를 보면, 2016년 8건, 2017년

7건, 2018년 19건, 2019년 9월말 기준 31건이 발생했다.

<표 3>은 반려동물이 일으킨 화재 현황을 보여주고 있

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나 재산피해는 상당한 규모

이다.[9]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난

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양이

가 싱크대 위에 올라가 전기레인지 위의 스위치를 발로

밟아 발생한 것이었다. 스위치가 켜짐에 따라 레인지가

점화된 후 음식물 용기나 고양이가 이동시킨 가연성 물

체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였다. 전기

레인지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하이라이트로 이것은 전기레인지에 깔린 열선이 상판

을 가열하는 방식으로 전원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열을

낸다. 다른 하나는 인덕션으로 전기레인지에서 발생한

자기장을 이용해 가열하는 방식으로 전기유도물질(전기

가 통하는 금속물질)로 만들어진 용기를 가열한다. 따

라서 인덕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냄비나 프라이

팬이 아니라 인덕션 전용 용기를 구입해야 한다. 고양

이가 스위치를 누른다 하더라도 인덕션인 경우 그 위에

전용용기가 놓여 있어야만 불이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인덕션은 하이라이트 보다 화재의 확률이 낮다. 실제로

발생한 화재통계도 이점을 확인시켜 준다. 2018년과

2019년 부산에서 발생한 반려동물에 의한 전기레인지

화재 사고 6건 모두 하이라이트 제품에서 발생했다. 국

가화재정보센터 통계 기준으로 전기레인지 화재 사고

는 전국적으로 2015년 64건, 2016년 169건, 2017년 283

건, 2018년 327건, 2019년 12월 15일까지 381건으로 해

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가스레인지 판매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는 불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전기레인지를 쓰다가 다시 가스레인지로 전

환하는 가구도 있어 가스레인지의 필요성이 다시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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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반려동물이 일으킨 화재 현황
Table 3. Fire status caused by pets

연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천원)소계 사망 부상

계 37 0 0 0 103,898

2019년
상반기

10 0 0 0 29,142

2018년 20 0 0 0 54,831

2017년 7 0 0 0 19,925

2)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발생의 사례

소방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구체적 화재사례

를 보면 <표 4>와 같다.[11]

표 4.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발생 사례
Table 4. Case of fire caused by companion animals

화재원인 사건 내용

고양이

2019년 1월 18일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거주자가외출한사이에홀로남은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동작스위치를 눌러

작동시켜 그 위에 있던 행주가 타면서 주변으로
확대되어 6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고양이

2019년 5월 21일 서울시 양천구 가정집에서
고양이가 인덕션 전원을 작동시켜 주변가연물로
불이 붙어, 현관문을 강제개방해서 화재를

진화하기도 했다.

반려견

2018년 2월 13일 전라남도 보성군 주택에서는
화목보일러 주변에 세워둔 쓰레기통을 애완견이
넘어뜨려 화재가 발생하여 220만원의 피해가

있었다.

반려견
2018년 12월 14일 부산시부산진구아파트에서는
애완견이 무선전화기 배터리를 물어뜯어 폭발한

사건도 있었다.

기타
향초를 넘어뜨려 불을 낸 사례 등 화재원인도
다양했으며 불을 낸 반려동물은 대부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3) 반려동물관리에 대한 기초 조사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의 올바른 양육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표 하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12]

① 애완․반려동물의 관리 수준은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의 관리수준이 더 높았고,

거주지별로는 도시, 가구소득별로는 고소득일수록 관리

수준이 더 높았다.

② 양육하는 애완․반려동물의 종류는 성별로는 남

성은 개, 고양이 순으로, 여성은 고양이, 개의 순으로

나타나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서 가장 많이 양육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애완․반려동물의 양육목적은 성별, 거주지별, 가

구 소득별 모두에서 ‘반려동물’로서 양육이 가장 높았

다. 이외의 목적은 ‘심리치료’, ‘안내·보호’, ‘경제성’ 등이

있었다.

④ 애완․반려동물의 양육만족도는 성별로는 통계

적인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거주지별과 가구소

득별로는 통계인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⑤ 애완․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성별로는 관리기술과 규제단속, 거주지별로는 농촌

지역일수록 관리기술, 도시일수록 규제단속을 애로사항

으로 느꼈다. 가구소득별로는 8천만원 이상 고소득층일

수록 규제단속을 제일 먼저 택하였다. 성별, 가구소득별

로는 통계인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4) 유튜브를 통해 본 1인 가구와 반려동물

1인 가구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모습은 유튜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익히 알려져 있

는 것처럼 인기 유튜버들은 광고수입을 통해 일반 봉급

생활자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다. 전업 유튜버

를 지향하건 취미나 부업으로 유튜버를 하건 간에 반려

동물과 함께 생활해가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매우 인기있는 유튜브 컨텐츠에 해당한다. 유튜브

를 통해 애청자들로부터 직접 유기동물에 대한 지원을

받기도 하고 광고수입을 통해 반려동물의 양육비용을

충당하기도 한다. 반려동물 유튜버 중에는 다인가구도

있고 1인 가구도 있는데 인기 유튜버 가운데는 1인 가

구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다. 여기서는 인기 있는 1인

가구 유튜버 몇 명을 선정하여 화재예방과 관련한 논의

를 진행하겠다.

① 하하하

하하하는 양어장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원래 키우고

있던 대형견 가족 외에 길고양이 두 가족을 키우는 모

습을 보여주며 인기를 얻은 유튜버로 2021년 1월 현재

구독자 102만 명에 이르는 유튜버다. 고양이에게 정은

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어장에서 키우는 생선도 삶

아주고 캣타워도 만들어주고 해줄 수 있는 것은 다해준

다. 이런 행동과 전문 목수 못지않은 목공실력으로 인

기를 얻어 구독자들 대상으로 달력을 포함한 물품을 판

매하기도 한다. 하하하의 대형견은 야외에 전용 거주공

간이 있고 고양이들은 창고를 집으로 사용한다.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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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연에서 활동하고 잠은 창고 안에 비치된 집에서

자기 때문에 고양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13]

② 매탈남

매탈남은 원래 도시생활이 싫어 시골로 탈출하여 혼

자 낚시하고 텃밭도 가꾸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 그

런데 누리라는 길고양이에게 우연히 밥을 주다 친해졌

다. 누리의 인도로 새벽에 2km를 따라가 누리가 낳은

새끼들을 버려진 파이프 안에서 구조하게 된다. 일주일

동안 혼자 새끼들을 키우다 누리가 집으로 찾아와 새끼

를 돌보는 과정이 동영상으로 녹화되어 현재 31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다. 원래는 집 앞에 고양이 집

을 만들어 살게 했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집안에서 키

우게 된다. 낮에는 바깥에서 놀고 밥 먹을 때는 집안에

들어와 잔다. 그런데 매탈남은 고양이들이 마루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방안이나 부엌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 고양이들은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철저하게 출입을

막는다.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건들은 고양이들이 생활

하는 공간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안전에 대해 높

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14]

③ 왕탱이

왕탱이는 원래 낚시채널이었다. 그런데 길고양이가

비닐하우스에 새끼를 낳은 후 쥐약을 먹고 죽었다. 눈

도 못 뜨고 있는 새끼고양이 4마리를 직접 키우는 과정

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게 되며 채널이름도 고양이의 이

름인 왕탱이로 변경했다. 고양이를 자식처럼 키우는 걸

로 보이며 고양이들도 부모로 인식하는 걸로 보인다.

현재 구독자는 3.48만명이다. 안전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이사과정에 있다. 원래 살던 집이 도로가여서

고양이를 더 잘 키우려고 이사를 가게 된다. 그런데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새집을 꾸미는 모습을 모두 녹

화해서 보여줬다. 이 영상에서 방묘창 뿐만 아니라 TV

등을 포함한 각종 콘센트를 보호커버로 철저하게 덮어

버린다. 주방도 매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가스렌지

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난감과 캣타워도 충분해

서 고양이들이 전기선을 물어뜯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서 필히 참조할만하

다.[15]

④ 기타 위험한 내용

이외에도 고양이와 개를 키우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

는데 화재예방 측면에서 매우 위태로워 보이는 영상들

이 많다. 주인이 외출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장판과 벽

지를 다 물어뜯어 놓은 경우도 있고, 전기 콘센트가 정

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 고양이가 자유롭게 주방 위를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다.

Ⅳ. 1인 가구 화재예방 대책

1.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외 없는 안전규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일부 고소득 1인 가구를 제외하면 1인 가구

의 소득은 매우 낮으며 주거지 역시 저렴한 지역에 집

중되는 경향이 있다. 종로 고시원 화재 사례에서 드러

난 것처럼 저소득의 1인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은 낡고

부실하여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 많다. 화재예

방을 위한 안전규제를 도입할 때 종로 고시원 사례처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게 되면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기존 건축물에 예외를 두는 것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안전규제를 경제적 규제로 혼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안전규제에 있어서는 소급적용을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설 개선 지원 정책이나 유도정책을 개

발해야한다.

2. 관계기관 예방안전지도의 확대 적용

1인 가구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빌라의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관계기관 예방안전지도가 화재대응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은 아파트의 화재대응력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16]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지는 아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안전지도가 어려울 수 있지

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화재대응력을 높이기 위

해서는 예방안전지도의 적용 영역을 확대 적용할 필요

가 있다.

3.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시행

앞에서 본 것처럼 전기레인지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 주인의 주의 깊은 관

리가 필요하고 외출하거나 잠잘 때는 전기레인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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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전원코드를 뽑아 놓

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기레인지 등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전기레인지

의 제조사들은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안전

장치, 예를 들면 자동 전원 차단장치나 타이머를 활용

한 전원 공급 등을 개발해야 한다. 유튜버 왕탱이의 사

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

해 필요한 조치들을 홍보영상으로 만들어 배포하거나

가상현실로 구현된 재난대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

급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Ⅴ. 결 론

1인 가구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득 증가는 다양한 생활양식

의 증가와 연결되고 1인 가구 증가로 연결된다. 1인 가

구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1인 가구의 구조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에 따라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구조적

측면에서 1인 가구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편차

가 나타난다. 대부분의 저소득 1인 가구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외 없는 안전규제 강

화, 관계기관 예방안전지도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행

태적 측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가

전회사들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1인 가구 스스로의

예방안전 조치를 권장할 수 있는 가상현실 재난대비 프

로그램 등의 제작과 배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계속해서 추진되어질 때 1인 가구의 안전과 복

지 증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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