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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가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partment Facility Maintenance on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Residents

김명희*. 공하성**

Myung-Hee, Kim*,  Ha-Sung, Kong**

요 약 이 연구는 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화재안전시설관리가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물 유지관리는 주거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물의 고장이 많을수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관리주체 직

원들은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입주자 민원 요청에 소홀할 때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주체

에서 결코 가볍게 지나치면 안 되는 사항으로 관리교육지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높여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높

여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화재안전시설은 주거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재안전

시설에 대한 작동불량이 많을수록, 소방용품의 교체가 많을수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즉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안전문화인식 수준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할수록 화재안

전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안전을 중요함을 보여주어 관리주체에서는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피해를 저감시켜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의 화재안전의식 강화방안으로 소방계획

서에 의한 화재진압과 피난 대처요령에 관한 입주자의 교육과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 입주자, 주거만족도, 화재안전시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 solution regarding the effects of apartment facility maintenance and fire safety 
facility maintenance on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resi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facility 
maintenance had a negative effect on residential satisfaction. Analysis revealed that residential satisfaction 
decreased the more breakdowns there were in the facilities. This revealed that when maintenance staff neglect 
the residents’ complaints due to the repetitive aspect of their jobs, there was a negative effect on residential 
satisfaction; therefore, residential satisfaction must be increased by maintaining the facilities well and training 
support for maintenance staff. Secondly, fire safety facilities had a negative effect on residential satisfaction. 
Analysis revealed that residential satisfaction decreased the more malfunctions there were in the fire safety 
facilities and the more replacements there were in fire fighting equipment. This revealed the importance of 
safety and the fact that the apartment heavily relies on fire safety facilities because there may be a low 
awareness regarding safety; therefore, maintenance staff must lower the damage from fire safety facilities and to 
increase the residential satisafaction of residents. Lastly, there needs to be repetitive training and education for 
residents regarding fire fighting and evacuating in accordance with the fire fighting plan as a means to 
strengthen residents’ safety awareness.

Key words :  Apartment, Facility maintenance, Residents, Residential satisfaction, Fire safety facilti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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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은 산업화 이후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정책으로 고층아파

트 등의 공급에 주력해 왔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시

작 된 경제개발과 함께 대규모 택지 개발 과정에서 아

파트 건설이 확대되고 신도시 형성으로 대단지화, 고층

아파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1]. 정부의 정책과 인

구밀도, 사회적 현상으로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를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관리주

체 등장과 관련법도 개정이 되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10항은 관리주체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

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시

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 국

가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 효율적이고 안전

하게 관리.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 업무에 협조 하

여야 할 것이다. 아파트 화재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정보통계에 따르면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2016년 8,697,614호, 2017년 9,075,007호, 2018년

9,539,541호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이처럼 아파트 건설이 증가하면서 주택건설회사는 부

실시공, 부실감리, 하자보수 등 민원도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는 2019년 11월28일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4]. 이와관련하여

2020년1월 23일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법] 제48조의2

사전방문 등, 제48조의3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서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점검하여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침하 ㆍ균열ㆍㆍ파손ㆍ누수ㆍ들뜸

등이 발생하여 기능상ㆍ 안전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

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공사

등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청할 수 있다 [5]. 또한 전문

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아파트 시공 상 설계도서, 설계변

경리스트 확인 시공품질을 확인하는 품질검수를 실시하

고, 검수결과를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공개하여 건설사

의 시공 부실로 인한 입주전 하자를 사전에 점검과 요

청으로 보수 문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2019년 소방

청 통계연감에 아파트의 화재는 의무관리 대상에 구별

없이 주거용 화재통계에 따르면 2016년 11,541건 2017년

11,765건, 2018년 12,002 건의 화재로 공동주택의 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6]. 실제로 2018년 1월 28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

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소화전 배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주체에서 가압수를 비어 놓아 소화전이 작동

하지 않아 초기화재진압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7]. 2020년 4월 8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

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새대 내에는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대피공간으로 피신하지

못했던 것이다[8]. 다양한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관계로

화재예방차원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나 화재안전시설의

자체점검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는 인접세대까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초래하므로 입주

자들의 주거만족도에도 불안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만족이란 실제상황에 대한 입주자 등이 살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표현이라 할

수있다[9]. 이를 만족이나 불만을 느끼는 수준 또는 자

신이 원하는 욕구에서 관리주체는 정도를 파악하여 해

결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김창현(2019)은 아파트

입주자의 주거만족이 아파트 관리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관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다고 하였다. 관리주체

와 입주자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화재안전시설관리 업무

가 중요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었다[10]. 관

리주체에서는 다양한 관리업무가 있겠으나 입주자들의

생활에 밀접하고 불편이 없는 시설물유지와 화재안전시

설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하영(2011)은 아파

트의 시설물 유지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관리될수록 주

거만족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

소이다[11]. 김선직(2013)은 입주자들은 아파트를 경제

적 가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그리하여 관리주체

에게 시설물 유지관리와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 않도록 점검을 수시로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김상식(2020)은 아파트 입주자는 화재안전의식수

준이 상당히 낮아, 화재의 대부분이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교육과 소방계획서 활용으로 화재안전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13].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해서 김종남

(2020)은 화재발생 시 관리주체만으로 화재진압이 곤란

하므로 관계기관의 상시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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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훈련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역량을 높여 입

주자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14]. 아파트 시

설물유지 및 화재안전시설관리는 주거만족도 간의 상호

관련성이 존재하며, 아파트 시설물유지와 화재안전시설

관리의 철저한 점검은 화재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그럼에도 선행연구들은 아파트의 브랜드, 재

구매 의도, 투자가치, 디자인, 평수, 조경, 수경시설, 커

뮤니티시설, 관리비 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만 그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에는 노약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

으며, 세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화재안

전예방교육, 시설물 유지관리개발, 안전문화인식교육,

소방시설 인지능력 홍보 등 이의 해결방안을 분석하는

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

제인식 때문으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화재관리에 초점을 맞쳐 아파트 시설물 유지관

리와 화재안전시설관리를 통해 화재안정성과 주거만족

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통계적인 방법론을 적용

분석을 하였으며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한 영향요인을

밝히고자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동주택

의 방향에 대한 자료로 쓰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아파트 시설물유지 및 화재안전시설관리

가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경북․대구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 가설설정

이 연구에서는 아파트 시설물유지 및 화재안전시설

관리가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라 입주자의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화재안전시설에 따라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성별, 나이, 학력, 직

업, 거주기간, 점유형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하였

다. 주요 변인들은 시설물 유지관리, 화재안전시설, 주

거만족도를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1) 시설물 유지관리

아파트의 건축물의 특성은 내화성능으로 철근콘크

리트구조로 수명을 지니고 있음으로 일정한주기마다

유지관리를 통해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게 된다. 유지관

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해마다 증가하지만 산업계의 연

구와 다양한 공법으로 비용을 절감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시설물 유지관리의 척도는 이영구(2018)[15]

가 사용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유지관리서비스 8개 항목

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로 측정하였다. 시

설물 유지관리 척도 종합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65

로 나타났다.

2) 화재안전시설

아파트 화재는 세대 내에서 입주자 부주의로 발생

하는 경우가 대분이다. 이에 대한 소방시설 인지능력과

피난통로 확보, 소화기위치, 대피공간 확보로 피해를

저감시키는 방안이 중요하다. 화재안전시설의 척도는

선행연구자 사용하고 김윤옥(2017)[16]가 활용한 설문

지를 인용한 화재안전시설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로 측정하였다. 화재안전시설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89로 나타났다.

3) 주거만족도

주거만족이란 입주자등이 자신의 거주환경에 대하여

만족이나 불만을 느끼는 수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

의 충족 정도를 측정하는 주관적인 평가를 말한다.Freid

와 Gleicher(1961)는 주거만족도의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

하면서다양한주거개념중 주거의질을평가하는데있

어서 더욱 적합한 기준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선직(2013),

남지은(2017) 등이 중장년층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주

택 선호도에 관한 연구 관련 연구를 위해서 개발한 설문

지를 이덕원(2019)[17]가 사용한 설문지를 선정하여 사용

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 4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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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N %

성별
남 104 33.2

여 209 66.8

나이

20-30 26 8.3

30-40 56 17.8

40-50 120 38.3

50-70 111 35.6

학력

전문대졸이하 148 47.2

대학교졸업이하 131 41.8

대학원이상 34 11

직업

회사원 104 33.5

공무원 5 1.6

자영업 34 10.8

대학원생 12 3.8

주부 125 39.9

무직 23 7.3

기타 10 3.1

거주기간

2년 미만 78 24.9

2년-3년 미만 82 26.1

3년 이상 153 49

점유형태

자가 100 31.9

전세 184 58.7

월세 13 4.1

기타 16 5.3

혀 그렇지 않다 1점 )로 측정하였다. 주거만족도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89로 나타났다.

Ⅲ. 자료 수집

이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19월 12월31일까지 경북, 대구지역 아파트 입주자들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에게 자기 기입

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일부는 구글 설문,

팩스, e-mail 배포 후 수집하였다.설문 내용은 조사대상

자의 연구의 목적, 방법을 구두와 서면으로 충분히 설

명하고 일반적 특성, 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화재

안전시설과 주거만족도에 대해 안내문을 첨부하여 이

해를 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과 기밀성 보장,

권리 철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개인동의서

를받은 340명에게 배포하여 321부를 회수하였으며 2번

에 걸쳐 설문지를 분석하였고 질의내용과 관련이 없는

설문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

313부를 최종 대상자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

램인 IBM SPSS로 초창기에 시카고 대학의 여론조사

센터에서 일하면서, 설문조사, 시장조사, 등의 표본조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SPSS를 개발하였다. 그러다가

1975년에 SPSS Release 7, 8, 9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SPSS는 한 단계 더 좋은 통계패키지로 발전하였다. 현

재는 실험, 의학, 품질관리 등 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

으며, 이 연구에서는 WIN 25 프로그램이 버전을 사용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각 측정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

화재안전시설, 주거만족도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넷째,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이 104명(33.2%) 여성이 209명

(66.8%)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분포하였다. 연령이 40

세 이상 50세 미만이 120명(38.3%) 50세 이상이 111명

(35.6%), 30세 이상 40세 미만 56명(17.8%), 20세 이상

30세 미만 26명(8.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하 148명(47.2%) 대학교졸업 이하 131명(41.8%) 대학

원 이상 34명(11%)로 나타났으며, 직업이 주부가 125명

(39.9%) 회사원 104명(33.5) 자영업 34명(10.8) 무직 23명

(7.3%) 대학원생 12명(3.8%) 기타 10명(3.1%) 공무원 5

명(1.6%)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3년 이상 153명

(49%) 2년 이상 3년 미만 82명(26.1%) 2년 미만 78명

(24.9%) 순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는 전세가 184명

(58.7%) 자가 100명(31.9%) 기타 16명(5.3%) 월세 13명

(4.1%)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Table 1. Frequency Analysi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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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관분석

1 2 3

시설물 유지관리 1

화재안전시설 -.247*** 1

주거만족도 -.187** -.117**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양측)

*p05, **p< .01,*** p< .001

2.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화재안전시설과 주거만족도의

상관분석

요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진

행하였다. 시설물 유지관리, 화재안전시설, 거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계수를 분석한 결과, 시설물 유지관리는 화재안전시설

(r= -.247, p< .001) 주거만족도(r= -.187, p< .01)상관

관계이다. 유의성 검증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상관계수도 부(-)적 관계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는 시설물 유지관

리(r= -.187, p< .01) 화재안전시설(r=-.117, p< .01)간에

는 유의성 검증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로

볼 수 있으며 상관계수도 모두 부(-)적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표 2.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화재안전시설과 주거만족도의 상관

분석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Facility Maintenance

and Fire Safety Facilities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N=313

3.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화재안전시설이 주거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다중회귀분석)

이 연구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화재안전시설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분석하기 위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시설물 유지관리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델의 설명력, 변수와 회귀계수 값의 변화와 유의

성을 분석함으로써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유의성 검증으로 시설물 유지관리(β=-.594, p< .000)는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부(-)의 영향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물의 고장이 많

을수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관리주체 직원들은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

에 입주자 민원 요청에 소홀할 때 주거만족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주체에서 결코 가볍게 지나치

면 안 되는 사항으로 관리교육지원과 시설물 유지관리

를 높여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여야 함을 보여준

다.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는 공동체 생활로 다양한 사

람들의 요구를 충족해 주지는 못한 상태에서 누적된 서

비스 불만이 주거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쳐 관리의 안정

성을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리주체는 적극적인

공용부분의 상시점검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아파트 입

주자들의 쾌적한 안전한 주거환경을 극대화하여 주거

만족도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차용섭(2013)은 아파트

시설물 보수 철저, 공용부분의 청결, 단지 내의 화재,

도난 및 방범 등 안전에 대한 관리를 제안하였다[18].

이영구(2018)는 전기, 수도 공급 및 승강기 운행 등은

일시적이라도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자는 상시 점검 정비를 제안하였다[15]. 이덕원(2020)은

아파트 관리주체에는 한정인원이 상주하므로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사고, 위생서비스대응 순으로 안전관리

에 투입되는 자원을 적절히 운영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17]. 박병남(2017)은 입주자들은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서비스에 대해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인식

하고 기술력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해석된다[19]. 따라서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유지관리기법을 개발하

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의 사항을 정리하면, 시설물

유지관리가 주거만족도에 향상방안으로 먼저, 관리주체

가 아파트를 운영 관리하는 집행기관으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업무수행에 원활하게 협조하

는 상호작용성을 높이고 과학적 관리기법 개발 할 필요

성 있다. 다음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을 로드맵을

설정하여 시설물유지에 취약성과 강함을 지표를 설정

하고 이에 대한 사업계획수립을 구성하여 시스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들의 일상에 밀접

한 시설물을 파악하여 불안, 정지 고장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리스트를 작성하여 사고원인 분석과

자재를 확보하는 상시점검 프로그램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2) 화재안전시설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델의 설명력, 변수와 회귀계수 값의 변화와 유의

성을 분석함으로써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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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 S.E β t p
VI

F

(상수)
1.77

3
.112

15.8

04
.000

시설물

유지관리

- . 3

58
.026

-.59

4

13.9

22

.000*

**
1.87

화재안전

시설

- . 0

01
.029

-.00

1
.032

.000*

**
1.80

F=95.124(P<.000b) R = .578a , R= .311

adjusted R= .308 ,D-W=1.80

*p < .05, **p< .01,*** p< .001

유의성 검증으로 화재안전시설(β=-.001, p< .000)은 주

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부(-)의 영향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작동불량이 많을수록, 소방용품의 교체가 많을수록 입

주자의 주거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안전문화인식 수준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할수록 화재안전시설

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안전을 중요함을 보여주어 관리

주체에서는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피해를 저감시켜 입

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김

윤옥(2017)은 사고발생 시 입주자의 대처능력에 따라

피해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아파트에는 노약자가 많

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문화인식을 높이는

방안으로 화재안전시설과 생활안전시설에 안전의 중요

성을 언급하였다[16]. 김재구(2002)는 오랜 된 아파트는

안전관리미비가 큰 문제제점으로 대두되고 부실 수선

미비 및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로 관리주체에서는 화재

안전시설에 많은 스트레스와 관리업무가 가중되는 것

으로 나타나, 관리주체는 입주자들에게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함께 해결 할 방안을 언급하였다

[20]. 박명화(2010)는 입주자들은 화재, 도난, 방범 등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주체에

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반영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21]. 이상의 사항을 정리하면, 화재안전시설이 주거만

족도 향상방안으로 먼저, 관리주체에서는 노약자, 주부

등 소방시설에 대한 인지 능력을 높일 방안으로 홍보나

안내와 화재안전영상교육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화재가 대부분 세대에서 발생하는 관계로 대피공간 활

용과 소화기, sp클러, 경보설비 등 새대에도 소방자체점

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들과 관리주체는 안

전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

보의 제공과 교육 및 훈련 안전에 관한 커뮤니티의 활

성화가 필요하다. 분석결과는 <Table 3>와 같다.

표 3.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화재안전시설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계수 분석

Table 3. Coefficient Analysis of Facility Maintenance and Fire

Safety Facilities on Residential Satisfaction

N=313

3) 가설 검증

이 연구에서는 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화재안전

시설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

가설 1 : 이 연구 분석은 시설물 유지관리(β=- .594

p< .000)는 주거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가설 2 : 이 연구 분석은 화재안전시설(β=- .001,

p< .000)은 주거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95.124, P<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31.1%(수정된R제곱 30.8%)

로 나타났다. 한편 D-W=1.80 통계량은1.80으로 2에 근

사한 값을 보여 잔 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대적 영향력의 평가인 표준화계수의 크

기를 비교하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화재안전

시설(β=-.001)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시설물 유지관

리(β= -.594)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 되었

다.

가설 1 검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즉 시설물

유지관리에 고장이 많을수록, 밀접한 생활에 불편이 많

을수록, 전기나 가스, 수도 등 정지나 보수가 고장이 많

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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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N %

스프링클러설비 23 7.3

대피공간 61 19.4

완강기 69 22

소화기 17 5.4

옥내소화전 사용밥법 23 7.3

창문 자동개폐장치 79 28.8

계단전실 감지기 14 4.4

비상방송설비 및 사이렌 17 5.4

합계 313 100

설물 유지관리가 주거만족에 영향이 있음은 선행연구

이덕원(2020), 이영구(2018), 박병남(2017)를 통해서 증

명되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잘 관

리 될수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검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즉 이는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작동불량이 많을수록, 소방용품

의 교체가 많을수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입주자들이 화재안전시설에 불

안이 높을수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

로 관리주체에서 입주자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 하지 않

도록 관리기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화재안전시설

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이 있음은 선행연구 김윤옥(2017),

김재구(2002), 박명화(2010)를 통해서 증명되었는데, 선

행연구에서는 화재안전시설이 관리가 잘될수록 주거만

족도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방시설 인지능력에 따른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요인

입주자의 소방시설인지 능력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화재 시 소방시설을 인지하느냐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입주자의

소방시설 인지능력이 가장 우선하여야 하므로 소방시

설에 대한 내용과 시설에 대해 분석하였다. “창문 자

동개폐장치”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79명(28.8)로가장 높

게 나타났다. “완강기”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69명

(22%)로 나타났다. “대피공간” 사용방법 대해 모르고

있다가 61명(19.4%)로 나타났다. “스프링클러설비에 대

해 모르고 있다가 23명(7.3%)로 나타났다. “옥내소화전

사용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23명(7.3%)로 나타났

다.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17명

(5.4%)로 나타났다. “비상방송설비 및 사이렌”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17명(5.4%)로 나타났다. “계단전실 감지

기” 대해 모르고 있다가 14명(4.4%)로 순으로 나타났

다. 전체적으로 소방 설비에 대해 위치나 사용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시 진압과 피난에 소

방계획서에 의한 입주자의 교육과 훈련이 반복적으로

시행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표 4. 소방시설 인지능력에 따른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요인

Table 4. Factor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Abilities to Cognize Fire Fighting Facilities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화재안전시

설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과관계를 밝

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물 유지관리(β=- .594 p< .000)는 주거만

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쳤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먼저, 전기화재, 촛불,

담뱃불, 가스누출 등은 발생 빈도가 높아 대처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입주자 개인의 화재안전의식 역량

높일 교육 프로그램 도입, 다음으로 관리주체는 시설물

이 고장이 날 때마다 보수하여 입주자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상시점검프로그램 개발, 마지막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의 전반적인 로드맵 구성을 제안한다.

둘째, 화재안전시설은(β= -.001 p< .000)은 주거만

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쳤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먼저, 소방시설에 대

한 기술과 역량이 있는 전문기술자를 선임강화, 다음으

로 아파트 단지 내 노약자를 파악하고 소방인지능력이

부족한 세대를 방문하여 세대에도 소방자체점검을 제

안한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들과 관리주체는 안전에 대

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교육 및 훈련 안전에 관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셋째, 입주자의 화재안전의식 강화를 제안한다. 세대

에 소방시설의 위치나 사용방법이 부족하여 화재시 진

압과 피난 대처요령을 소방계획서에 의한 입주자의 교

육과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행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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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화재안전시설이 주거만족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대구, 경북의 아파트단지 거주자를 대

상으로 표본을 추출 하고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연구의

일반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분포를 감안한 표본추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

째 이 연구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화재안전시설인 소방

시설에 대한 주거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

러나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는 다양한 요인과 입주자

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또한 소방시설에 대한 인지능력도 개인 스스로의 노력

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훈련과 교육 등의 소방계획서 지

원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

구하고 이 연구는 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화재안전

시설이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역량

개선도 필요하지만 관리주체 종사자의 개인적 역량도

중요한 요인임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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