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1, pp.43-53, February 29,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43 -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의식이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 :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ffect of Apartment Residents' Safety Awareness on Fire Response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ntrol Offices' 

Control Competence

김종남*, 공하성**

Kim, Jong-Nam*, Kong, Ha-Sung**

요 약 이 연구에서 우리는 아파트 세대 내에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에 따른 화재의 불안요인을 낮추며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이 안전의식 및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아파트 거주자

의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이 화재대응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화재대응성과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둘째,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 수

준이 높을수록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이 화재대응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관리사무소장의 리더십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거주자와의 소통하는 자세

가 높을수록 화재대응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 관리역량은 아파트거주자

의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수준이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모형의 R

값의 변화량이 1단계보다 2단계가 증가하였고 3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함

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조절변수인 관리사무소 관리역량은 아파트거주자의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수준이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아파트, 안전의식, 화재대응성과, 관리사무소, 조절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uce the anxiety factors of fires by following evacuation tips in case 
of fire in an apartment household. This study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control offices' competence 
in control on safety awareness and fire response.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idents and 
control staff's safety aware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ire response performance. This indicates that the 
higher the residents and control staff's safety awareness level, the higher the fire responsive performance. Second, 
the higher the control offices' control competence level, the better the apartment residents and control staff's safety 
aware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ire response performanc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er the control 
office heads' leadership, the higher the apartment residents' housing satisfaction and that the more communicative 
the control office heads' attitude toward the residents, the better their attitud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ire 
response performance. Lastly, the control offices' control competence was analyzed to have a moderating effects on 
the effect of the apartment residents and control staff's safety awareness level on the fire response performance.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change in the model's R² value showed an increasing trend in stages as the value 
increased more in the stage 2 than the stage 1 and even more in the stage 3 with the interaction terms of the 
moderating variables added. For this reason, the control offices' control competence which was a moderating 
variable was analyze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residents and control staff's safety awareness 
level on the fire response performance.

Key words :  Apartment, Safety Awareness, Fire Response Performance, Control Office,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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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70년대 산업화 열기로 인해 주거형태도 변모되면서

아파트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국토교통부 공

동주택관리시스템의 정보열람에 의하면 아파트는 2014년

8,139,797호, 2015년 8,395,310호, 2016년 8,697,614호, 2017

년 9,075,007호, 2018년 9,539,541호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 아파트의 고층화 및 대단지화로 아파트 거주자

의주거생활방식이다양화고아파트의유지 및운영관리,

주요 구조물의 유지보수 등을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서 관리소장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공동

주택의 관리ㆍ운영ㆍ보수ㆍ유지ㆍ개량ㆍ교체 관리비ㆍ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지출ㆍ수령

및 그금원을관리하는업무, 하자의 발견 및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한다 [3].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서 조사한 2015년∼2017년까지의 연

도별 공동주택 화재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전체

화재발생 건수가 44,435건에 공동주택에서의 발생건수가

4,806건으로 10.82%를 차지하였으며, 2016년 11.3%, 2017

년 11.02%로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비

율은 11% 정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공동주택의 화재피해

금액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파

트의 소방시설은 관리주체에 의해 일차적 관리가 되고

있지만, 아파트 거주자도 화재 위험에 대해서는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파트 거주자의

대다수는 아파트 관리자나 소방관서에서 해결해 줄 것이

라는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여 화재안전에 대한 지

식 및 의식전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화재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서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안전 교육이 보다 적

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도 필요하다 [5]. 2019년 10월 청주에 있는 13층짜리 아

파트 6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거주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계단실이

나 대피공간으로 대피가 가능했지만 화재발생 시 거주자

의 행동요령 및 대처방법 무지와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

부족에 따른 안전교육실시나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 않아 발생된 사고로 판단된다 [6]. 아파트에는 화재

안전에 유용한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이 마련되어 있

으므로 주변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도록 안내 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의 유용성을 홍보하도

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세대점검을 강화하여 경량칸

막이와 대피공간에 물건을 쌓아두지 못하도록 조치할 필

요가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향상과 소방업무

전담으로 세대내 소방점검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리사무소의 안내방

송 강화로 거주자의 소방관련 의문사항을 해결해 주고

각 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장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 거주자의 화재안전의식이 향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7]. 최선의 방화관리는 입주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입주자 스스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방송매체의 자막을 통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적절한 화

재예방 및 진화방법, 대피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8].

Ⅱ. 선행연구 분석 및 가설설정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의식이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와 관리사무소 관리역량의 조절효

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

홍기업(2003)은 공동주택 화재안전의 사회적 공감대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소방

계획서 작성을 공동주택기준에 맞게 의무화하고 소방

계획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내용을 정해 화

재안전 성능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9]. 김윤옥

(2017)은 화재안전시설의 세부속성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 및 피난통로 관리로 규정하였다 [10].

가설 1 : 아파트 화재사고로 인한 안전의식의 수준

은 화재대응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아파트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기삼(2004)은 공동주택의 증가와 화재로 인한 피

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타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피해

가 상대적으로 높아 인명안전 위주의 피난 안전설계가

필요하고, 화재발생 시 거주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에 선택적으로 피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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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Question content Previous
studies

Safety
awarene

ss

B6 Gas fire (inadvertent gas 
leakage)

Mijin 
Kwon
(2016)
Hong 
Gi-up 
(2003)
Yoon 
Jihoe
(2003)

Yun Ok 
Kim

(2017)

B7 Gas fire (careless control and 
handling)

B8 Gas fire (negligent valve lock 
operation)

B9 Electric fire (outlet contact 
failure)

B10 Electric fire (use of excess 
current)

B11 Electric fire (careless handling 
of product)

B12 Cigarette fire (smoking in 
bedrooms etc.)

B13 Cigarette fire (littered cigarette 
butts)

B14
Neglected cause of fire 
(neglecting candles after 

ancestral rites)

B15 Neglected cause of fire 
(children playing with fire)

Control
staff's

awarene
ss

C16 Prevention of fire

C17 Preparation for fire

C18 Response to fire

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1].

민병건(2018)은 아파트거주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정기적인 화재대응 훈련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

며. 공동주택 거주자의 화기 부주의에 의해 발화가 대

부분이 세대 내에서 시작되므로 아파트 거주자의 화재

예방홍보와 화재대응, 피난훈련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12].

가설 2 :관리사무소 관리역량의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의식이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감소할 것이다.

3.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재용·최서현 ·이도화(2016)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아파트거주자와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13].

은난순(2004)은 아파트 시설물유지관리 및 생활 관

리의 시설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하였

다. 예를 들어 유지관리 중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된 업무는 제도적

장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용지출이나 절차에 있어

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관리자의 지속적

인 점검과 시설보수 및 교육을 통한 관리역량의 향상이

요구된다. 또한 생활 관리에 입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의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

는 사항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업무로 관리자의 관리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주민참여 방안을 제안하였다 [14].

가설 3: 관리사무소 관리역량의 평가는 화재대응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아파트 거주자에

의한 안전의식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난시설

및 피난통로 관리의 안전문화인식에 대해 논의가 이루

어졌으며,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와 소방안

전관리자의 자체점검 및 시설보수로 인해 화재로부터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발코니에

선택적으로 피난사다리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기존 선

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의식에 따

른 화재대응성과와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에 관한 분

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의식이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아파트거주자의 안전의

식이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른 관리사

무소의 관리역량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안전의

식에 관한 10개 문항과 관리주체의 인식에 관한 9

개 문항, 화재대응성과에 필요한 5개 문항, 관리사

무소의 관리역량에 필요한 7개 문항,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도구의 구성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도구의 구성 현황

Table 1. Composition of study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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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ontents

Study
subjects

Control office heads
Electrical managers

Fire safety managers
Administration staff

Security guards 
Apartment residents

Associations of resident representatives and women
Survey

participant
s

230

Survey
period

1st survey: 2019.09.16.~2019.09.23.
2nd survey: 2019.09.24.~2019.09.27.
3rd survey: 2019.09.28.~2019.09.30.

Data 
collection 

Data collection after distribution of questionnaires via 
social   media, visits,

C19 Recovery from fire

C20 Importance of everyday safety 
management

C21 Memory of fire
C22 Importance of family safety
C23 Report to cntrol office
C24 Securement of safety

Fire
Respons

e
Perform

ance

D25  Disaster response   
performance Gisam 

Choi
(2004)
Min 

Byeong 
Gun

(2018)

D26  Disaster response   
performance

D27 Disaster management activities

D28 Mitigation of damage

D29 Disaster response performance

Control 
Offices'
Control 

Compete
nce

E30 Designation and control of 
vulnerable facilities

Jaeyong 
Lee, 

Seohyun 
Choi and 
Dohwa 

Lee
(2016)

Eun Nan 
Soon

(2004)

E31 Inspection of control target 
facilities

E32 Plan for mitigation of fire 

E33 Clear team roles and 
responsibilities

E34 Formation of emergency 
organizations

E35 Establishment of emergency 
operation plans

E36 Conduct of disaster control 
training

1) 통제변수 : 개인적인 특성

이 연구의 구체적인 통제변수는 아파트거주자의 안전

의식이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사무소의 관

리역량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 특성으로 화재

대응성과에 미치는 하위영역인 성별, 나이, 실무경력, 전

공분야, 종사자의 유형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독립변수 :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

이 연구에서 아파트거주자의 안전의식이 화재대응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4점 리커트형 척도

로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도구로 가스화재, 전기화

재, 담뱃불, 화원방치, 안전관리의 중요성인식, 화재의

기억, 가족의 안전 중요, 관리사무소에 신고 등 안전의

식에 미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문

항에 대해 4점 리커트형(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

우 그렇다’)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의

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문항의 각각 Cronbach’s

alpha =.862, Cronbach’s alpha =.863로 나타났다.

3) 조절변수 :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

독립변수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취약시설의 지정관

리, 관리대상시설 점검, 화재경감을 위한 계획, 팀별역

할 및 책임의 명확, 비상조직 구성, 비상운영계획수립,

재난관리 교육 실시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

의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완공검사 효과도 높음을 의미한다. 이 문항의

Cronbach’s alpha =.823로 나타났다.

4) 종속변수 : 화재대응성과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제도 및 인력

운영에 비해 화재 대응 성과, 노력 및 투자에 비해

화재 대응성과, 화재대응의 활동, 피해경감의 측면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4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대

응의 성과도 높음을 의미한다. 이 문항의 Cronbach’s

alpha = .810로 나타났다.

Ⅳ.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및 조사기간

이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표 2와 같이 2019년 9

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관성이 있는 관계인으로

전국의 아파트 단지 내 관리소장, 전기과장, 소방안전관

리자, 관리직, 경비원, 아파트입주민, 대표회장,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직접방문, 팩스, 면접, 서면

조사, e-mail배포 후 수집하였다. 가까운 현장에서는 면

접 조사 시 응답자에게 설문지 개요 및 조사목적을 설

명한 후 현장에서 직접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표 2. 설문지 자료수집 및 조사기간

Table 2. Questionnaire data collection and surve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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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faxes, interviews, written surveys and email.

Variable Classification Frequency 
(N) Ratio (%)

Gender
Male 117 56

Female 92 44

Age

20-30 27 12.9

31-40 39 18.7

41-50 44 21.1

51-60 73 35.9
≥ 60 26 11.5

Career

≤ 5 21 10

5-10 35 16.7

10-20 77 36.8

≥ 20 76 36.4

Major
discipline

Architectural 
engineering 18 8.6

Electrical engineering 18 8.6

Mechanical 
engineering 29 13.9

HVAC 26 12.4

Firefighting 46 22.0

Administration 72 34.4

Staff
member

type

Control office heads 21 10
Electrical managers 21 10

Fire safety managers 28 13.4
Administration staff 35 16.7

Security guards 38 18.2
Apartment residents 45 21.5

Associations of 
resident 

representatives and 
women

21 10

2. 자료수집 현황

230명에게 배포하여 214부를 회수하였으며 3번에 걸

쳐 설문지를 분석하였고 질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설문

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09부의 설문

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실증분석

방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아파트 거주자

의 안전의식이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사

무소 관리역량의 조절효과에 대해 빈도분석과 설문 문

항에 따른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의 정제과정을 통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더

미변환을 통해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조절효과 1,2,3단계

에서 단계별로 가설을 검정하였다.

Ⅴ. 연구 결과 및 논의

1. 기초통계량분석

이 연구에서 개인적 요인을 먼저 검토하고 분석결과

를 해석하고자 한다. 응답자의 개인적 요인을 파악함으

로써 설문지의 응답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화재발생 시 평소 가지고 있

는 안전의식과 화재대응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56% 여성이

44%가 적절하게 분포하였는데 관리사무소의 기술종사

자 등으로 인한 사유로 남성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대에서는 51∼60대가 35.9%로 가장 많았

고 , 41∼50대가 21.1%, 31∼40대가 18.7%, 20∼30대

이하가 12.9%, 61대 이상이 11.5% 순으로 나타났다. 아

울러 아파트 화재발생으로 인한 안전의식이나 초기 화

재대응활동은 나이가 많이 들수록 저조하다고 할 수 있

다. 경력에서는 21년 이상이 36.4%였으며 10∼20년이

36.8%로 거의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5∼

10년이 16.7%, 5년 이하의 경력이 10%로 나타났다. 전

공분야인 경우에는 관리가 34.4%로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22.0%로 나타났으며 기계와

설비가 각각 13.9%, 12.4%였고 건축과 전기는 각각

8.6%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의식에 따른 화재대응에 대

해 아파트 단지 내 종사자의 구성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입주민이 21.5%로 가장 많았고, 경비원이 18.2%

로 다음을 이었으며, 관리직원이 16.7%, 소방안전관리

자가 13.4%, 관리소장, 전기과장이 각각 10% 순으로 나

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도 분석결

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자의 기술통계분석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of study subjects

N=209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이 연구에서 최종 28개 항목으로 요인추출을 위해

Varimax회전을 실시하였다. 각각 변수들을 탐색적 분

석으로 요인이 잘 선정되었는지 확인해본 결과 요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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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 and bartlett's test

Measurement of kaiser-meyer-olkin test 
for sampling adequacy .853

Bartlett's sphericity 
test

Chi-square   
approximation 3881.860

degree of   
Freedom 378

Probability   
value .000

Class
ificat
ion

Factor analysis

Alpha
ifItem 
delete

Cronb
achαSafety 

aware
ness

Contr
ol 

staff

Fire 
respon

se 
perfor
mance

Contr
ol 

office
s' 

contro
l 

compe
tence

B6 .678 .901

.845

B7 .640 .900

B8 .832 .899

B9 .657 .900

B10 .645 .901

B11 .835 .898

B12 .604 .900

B13 .487 .900

B14 .447 .903

B15 .544 .903

C16 .682 .898

.863

C17 .785 .898

C18 .686 .900

C19 .511 .900

C20 .869 .897

C21 .570 .899

C22 - - - - -

C23 - - - - -

C24 .375 .902

D25 .467 .904

.823

D26 .499 .908

D27 .339 .901

D28 .517 .902

D29 .325 .906

E30 .814 .905

.810

E31 .304 .906

E32 .557 .905

E33 - - - - -

E34 719 .904

E35 .817 .904

E36 .473 .901
Eige
nvalu

e
5.516 5.311 3.468 2.383

Com
mon 
Varia
nce 
(%)

19.69
9

18.96
7

12.38
6 8.512

Cum
ulati
ve 

Varia
nce 
(%)

19.69
9

38.66
6

51.05
3

59.56
4

kmo = .853, Bartlett's Chi-Square   Approximation = 3,881.860 (p 
< .001)

량의 AlphaifItem Delete가 0.8이상으로 높았으며

Cronbachα도 0.8이상 높게 분석되었다. KMO척도는

0.853으로서 0.6이상, Barttlett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기준 값을 만족하고 변

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KMO와 Bartlett의 검정

Table 4. KMO and bartlett's test N=209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것을 분류하고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요인이 안전의식, 관리주체의 인식, 화재대응성

과,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의 수준이 맞게 구성되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설명력 100% 기준에서 누적분산의

합계가 59.564로 요인들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설명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Table 8.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N=209

3. 안전의식이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

른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 조절효과(상관분석)

이 연구에서의 요인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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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ificat
ion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8 9

Gend
er 1

Age -.419
** 1

Care
er

-.205
** .094 1

Majo
r   

disci
pline

-.456
**

.254
**

.249
** 1

Staff  
 type -.077 .087 .001 -.028 1

Safet
y

awar
eness

-.120 .119 .169
* .085 -.007 1

Contr
ol   

staff
.015 .049 .136

* -.119 -.036 .472
** 1

Fire  
respo
nse 

perfo
rman

ce

-.106 .100 .113 .041 .016 .380
**

.385
** 1

Contr
ol

-.336
** .107 .074 .118 .298

**
240*

*
.136

*
.191
** 1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성별과 연령은(r= -.419 p=.000

p<.05), 경력(r=-.205 p=.003 p<.05),전공분야 (r=-.456

p=.000 p<.05), 관리관무소의 관리역량(r=-.336 p=.000

p<.05)이 유의성 검증으로 유의확률이 .05보다 작아 모

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상관계수는 부(-)적 상관

관계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이 높

을수록 연령, 경력, 전공분야,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은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에 종사자의 유형과 관리주체의

인식, 안전의식, 화재대응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는 보

이지 않았다. 연령과 전공분야는(r= .254 p=.000 p<.05)

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유의

성 검증으로 유의확률이 .05보다 작으며 상관계수는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공분야는 높아짐을 알 수 있

다. 반면에 경력, 종사자유형, 관리주체의 인식, 안전의

식, 관리사무소 관리역량, 화재대응성과와 유의한 상관

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경력과 전공분야와의 상관관계

는(r=.249 p=.000 p<.05), 관리주체의 인식(r= .136

p=.049 p<.05), 안전의식 (r=.169 p=.014 p<.05)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유의성 검증으로 유의확률

이 .05보다 작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상관계수

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경력이 높을수록 전공분야, 관리주체 인식,

안전의식의 변화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종사자

의 유형과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 화재대응성과와 유

의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으며 전공분야도 종사자

유형과 관리주체의 인식, 안전의식, 관리사무소의 관리

역량, 화재대응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

다. 관리주체의 인식은 안전의식(r= .472 p=.000 p<.05)

과 재난대응의 성과(r= .385 p=.049 p<.05)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의성 검증으로 유의확률이 .05보

다 작아 유의한 상관관계로 볼 수 있으며 상관계수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관리주체의 인식이 높을수록 안전의식, 화재대응

성과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관리사무소 관리역

량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안전의식은 관

리사무소 관리역량(r= .240 p=.000 p<.05)과 재난대응의

성과(r= .380 p=.000 p<.05)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인다고 할 수 있다. 유의성 검증으로 유의확률이 .05보

다 작아 유의한 상관관계로 볼 수 있으며 상관계수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관리

사무소의 관리역량은 화재대응성과(r= .191 p=.006

p<.05)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의성 검증으로

유의 확률이 .05보다 작아 유의한 상관관계로 볼 수 있

으며 상관계수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화재대응성과는 관리주체의 인식(r= .385

p=.000 p<.05), 안전의식(r= .380 p=.000 p<.05) 관리관

무소의 관리역량(r=.191 p=.005 p<.05)의 결과를 보였다.

유의성 검증으로 유의확률이 .05보다 작아 유의한 상관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상관계수는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화재대응

성과가 높을수록 관리주체의 인식, 안전의식, 관리사무

소의 관리역량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성별, 연령,

경력, 전공분야, 종사자유형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는 보

이지 않았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아파트안전인식이화재대응성과에미치는영향력에따른관

리사무소의 관리역량 조절효과(상관분석)

Table 6. Moderating effects of control offices' control competence

based on influence of apartment residents' safety awareness on

fire response performance (Correlation analysis)

N=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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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
es'

contr
ol   

comp
etenc

e

*** The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01 level (both sides)
* p <   .05,  ** p < .01 and *** p < .001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s of key variabl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N

Gender 1.44 .498 209

Age 3.14 1.228 209
Career 3.00 .968 20

Major discipline 4.34 1.660 209
Staff type 4.28 1.824 209

Safety awareness 2.7766 .62363 209
Control staff's 

awareness 2.8499 .70068 209

Control offices' 
control competence 2.6423 .57941 209

Fire response 
Performance 2.8022 .61712 209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Model B β t p Toler
ance VIF

1

Const
ant

1.36
2

7.42
2 .000

Safety 
aware
ness

.236 .265 3.73
9 .000 .777 1.28

7

Contr
ol 

staff's 
aware
ness

.219 .255 3.59
6 .000 .777 1.28

7

Statistics

 R=.198

adjusted R= .191
F = 25.498 and p = .000

2

Const
ant

1.16
5

5.23
5 .000

Safety 
aware
ness

.215 .232 3.22
0 .001 .745 1.28

8

Contr
ol 

staff's 
aware
ness

.216 .262 3.71
0 .000 .776 1.34

2

Contr
ol 

office
s' 

contro
l 

comp
etence

.094 .100 1558 .000 .942 1.06
2

Statistics
 R=.208 

adjusted R= .196
F = 17.925 and p = .000

3

Const
ant

1.22
4

5.66
6 .000

Safety 
aware
ness

.178 .192 2.72
1 .007 .728 1.37

3

상관관계의 기술통계량에서 평균의 경우 전공분야가

4.3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종사자유형 4.28

성별이 가장 낮은 1.44로 나타났으며 분석한 표준편차

는 종사자유형이 1.824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상관관계 주요변수의 특성

Table 7. Characteristics of correlating key variables
N=209

4. 아파트 안전의식이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

력에 따른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 조절효과(위계적 회

귀분석)

화재대응성과를 종속변수로, 안전의식을 독립변수로,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을 조절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

귀분석을 하여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각 모델의 유의확

률, 독립변수와 설명력, 회귀계수 값의 변화와 유의성을

분석하였으며 모델의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아파트 안전의식이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른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 조절효과

Table 8. Moderating effects of control offices' control competence

based on influence of apartment residents' safety awareness on

fire response performance

N=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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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
ol 

staff's 
aware
ness

.206 .249 3.58
9 .000 .753 1.32

7

Contr
ol 

office
s' 

contro
l 

comp
etence

.118 .126 2.00
0 .047 .913 1.09

6

Intera
ction 
variab
le of 
safety

-.204 -.132 -1.92 .048 .767 1.30
4

Intera
ction 
variab
le of 
contro

l

.388 .273 3.92
2 .000 .749 1.33

6

Statistics
R=.264 

adjusted R= .246
F = 14.548 and p = .000

3단계로 회귀분석 모형이 사용되었는데 1단계는 독

립변수인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 변인을, 2단계

는 조절변수인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 변인을 추가하

여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되지만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이 누적 투입

되어 2단계의 R제곱 값이 3단계 R제곱 값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게 되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D-W=1.336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어서 적합하다고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도 모두 10미만으로 작게 나

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의식이 화재대응성과에 미

치는 영향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

식이 종속변수인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모형은(p<.05) 유의수준

에서 유의미하며, 모형의 설명력은 .198로 독립변수인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이 종속변수인 화재대응

성과에 대하여 19.8%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의미하

는 Adj R
2
이 .191로 나타나 독립변수인 안전의식 및 관

리주체의 인식이 종속변수인 화재대응성과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19.1% 정도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독립변수인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

이 종속변수에 대한 화재대응성과와 관련된 변수가 다

수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유의성 검증으로.

독립변수의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의식

(β= .236, p< .05)과 관리주체의 인식(β=.265, p< .05)은

화재대응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 되었고, 화재대응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 거주자의 평소

에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화재

발생 시 피난행동요령에 따라 잘 대처 하는 것으로 화

재대응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첫

번째 연구문제인 아파트거주자의 화재사고로 인한 안

전의식 수준은 화재대응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검증되었다.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

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이 화재대응성과에 영향이 있

음은 김윤옥(2017)을 통해서도 증명 되었는데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만족도를 결정하는 안전의

식 및 생활안전시설의 인식이 부족하면 화재대응성과

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생활안전시설의 요인인 가스누

설경보, 피난시설 및 피난통로 훼손 등이 적을수록 화

재대응성과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관리사무소 관리역량이화재대응성과에미치는영향

2단계에서는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과 관리사

무소 관리역량이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모형은(p<.05) 유의수준

에서 유의미하며 모형의 설명력은 .208로 독립변수인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인식과 조절변수인 관리사무소

관리역량을 투입하면 종속변수인 화재대응성과에 대하

여 20.8%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이를 의미하는 Adj R

값이 .196으로 나타나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과

조절변수인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이 종속변수인 화재

대응성과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19.6% 로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종속변수인 화재대응성과에 관련된 변

수가 다수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유의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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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ummary b

Model R R² Adjust
ed R²

Chang
e in 
R²

Chang
e in F

Durbi
n-wats

on
1 .445a .198 .191 - - -
2 .456b .208 .196 .009 .121 -

3 .514c .264 .246 .056 .001 1.409

a. Predictor: (Constant) Residents and control staff's awareness
b. Predictor: (Constant) Control offices' control competence

c. Predictor: Dependent variable: Fire response performance

증으로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의식(β=.

232, p< .05), 관리주체의 인식(β= .262, p< .05), 관리사

무소 관리역량(β= .100, p< .05)은 화재대응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화재대응

성과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

의 인식에 따른 행동요령에 따라 잘 대처 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관리사무소 소장의 리더십이 높을수록 아파

트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소통하

는 자세가 높을수록 화재대응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두 번째 연구문제

인, 관리사무소 관리역량의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의식

이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감소할 것

이다. 는 가설은 검증되었다.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이

화재대응성과에 영향이 있음은 최기삼(2004), 민병건

(2018)도 관리사무소의 화재위험성 및 화재예방 홍보와

화재 대응, 피난훈련 등 관리역량부족으로 화재발생 시

아파트 거주자의 대처 방법이 정(+)의 효과가 나타날

때 거주자의 화재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 의식만 높일

수 있어도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이 높고 관리사무소

의 관리역량에 필요한 화재 대응, 피난 훈련 등이 높을

수록 재난대응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평가 되었다.

3)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의식이 화재대응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관리사무소 관리역량의 조절효과

3단계에서는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

의 인식과 관리사무소 관리역량의 조절변수, 상호작용

변수를 모두 포함시켜 최종적으로 3단계에서 분석을 완

료하면 회귀분석모형은(p<.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

다고 볼 수 있다. 모형의 설명력은 .264로 독립변수인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과 조절변수인 관리사무

소 관리역량 종속변수인 화재대응성과에 대하여 26.4%

로 나타났으며, 이를 의미하는 Adj R2가 .246으로 나타

나 독립변수인 안전 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과 조절변

수인 관리사무소 관리역량 종속변수인 화재대응성과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24.6% 정도이다. 이는 화재대응

성과에 관련된 변수가 다수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D-W=1.336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

차의 독립성 가정이 적합하다고 평가되었고, 분산팽창

지수도 모두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 공산성 문제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모형의 설명력

R은 1단계에서 19.1%, 2단계에서 19.6%, 3단계에서는

26.4%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고 단계별로 증가량은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R값의 변화량은 1단계

에서 2단계로의 변화량은 0.9%로 2단계에서 3단계 즉

상호작용 항이 추가됨에 따라 5.6%만큼 R값이 증가

하였고 단계별로 증가량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따라서 조절변수인 관리사무소 관리역량은 아파

트거주자의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의 수준이 화

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최종 3단계를 중심으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인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로써 세 번째 연구문제

인 관리사무소 관리역량의 평가는 화재대응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가설은 검증되었다. 관

리사무소의 관리역량이 화재대응성과에 영향이 있음은

이재용, 최서현, 이도화(2016), 은난순(2004)을 통해서

도 증명되었는데 관리소장의 리더십 미흡 및 아파트거

주자와의 소통 부족으로 화재대응성과에도 영향을 미

쳐서 아파트거주자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통

해 아파트 거주자의 자발적인 안전의식향상과 관리사

무소 직원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업

무로 관리사무소 관리역량의 평가는 화재대응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9

와 같다.

표 9. 아파트 안전의식이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른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 조절효과(상관분석)

Table 9. Moderating effects of control offices' control

competence based on influence of apartment residents' safety

awareness on fire response performance (Correlation analysis)

N=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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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이 연구는 아파트 세대 내에 화재발생 시 적절한 대

피요령에 따른 화재의 불안요인을 낮추며 관리사무소

의 관리역량이 안전의식 및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력

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

식이 화재대응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화재발생 시 피난행동 요령에 따

라 잘 대처 하는 것으로 화재대응성과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둘째,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

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이 화재대응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에 따른 행동요

령을 잘 대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사무소장의 리

더십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거주자와의 소통하는 자세가 높을수록

화재대응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 관리역량은 아파트거주자의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수준이 화재대응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Ⅶ. 결 론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R값의 변화량이 1단계보다

2단계가 증가하였고 3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조

절변수인 관리사무소 관리역량은 아파트거주자의 안전

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수준이 화재대응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

면, 아파트의 화재 발화원인은 주방이나 세대 등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화재 시 피난의 대처방법이 개인적 특

성별로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피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이나 안전의식 부족으로 사고를 당하

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자에 대한 화재안전교육이 필

요하다. 다음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거주자 및 관

리직원의 참여하에 주기적으로 화재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고 소방안전관리

자가 세대 내에도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

여할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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