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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계기관 예방안전지도가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that Preventive Safety Guidance from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relevant to apartment house have on fire correspondence

김종남*, 공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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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이 연구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안전예방지도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에 관리주체의 자체점

검의 매개효과에 대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

동, 예방안전지도는 모두 자체점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

동이 빠를수록, 아파트에 대한 예방안전 지도점검조사가 많을수록 관리주체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의 역량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예방안전지도가 화재대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기관이 교통 혼잡지역 등에 대해 상시 순찰 출동이 빠를수록, 예방안전지도 점검이 많을수록

관할 아파트 화재에 대한 대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시순찰 출동, 예방안전지도 및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리

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은 1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가 자체점검에

유의미하고, 2, 3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에서 자체점검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공동주택, 관계기관, 예방안전지도, 화재대응, 자체점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ausality closely about the mediating effect of management 
entity's self-checking between effects that not only mobilization for regular patrol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but also checking for Preventive Safety Guidance have on fire corresponde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not only mobilization for regular patrol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but 
also preventive safety guidance all together have been revealed to have an positive effect on management entity's 
self-checking. Results of these analysis have been revealed that the more not only the number of mobilization for 
regular patrol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but also the numbers of preventive safety guidance and fire 
fighting safety supervisor's self-checking are many, the more capability of not only management entity, but also 
fire fighting safety supervisor's self checking heighten. Second, not only mobilization for regular patrol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but also checking investigation for preventive safety guidance have been revealed 
to have an positive effect on fire correspondence. Results of these analysis have been revealed that the more not 
only the number for regular patrol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but also the number of fire fighting 
safety supervisor's checking times for preventive safety guidance are many, the more fire correspondence for the 
apartment house are being fulfilled much better.
Finally, it has been found that both mobilization for regular patrol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and 
management entity's self-checking have an effect on  fire correspondence. Therefore, the effect that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s mobilization for regular patrols and preventive safety guidance, and management entity's  
self-checking have on fire correspondence was analyzed into what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s mobilization 
for regular patrols and preventive safety guidance is not only significant to do self-checking of management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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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first stage, but also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s mobilization for regular patrols, and preventive 
safety guidance, and management entity's  self-checking have an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 between 
influences that have on fire correspondence.  

Key words :
 

Apartment hous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Preventive safety guidance, Fire correspondence, 
Self-checking of management entity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파트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포근함, 일상생

활의 만족감을 가지면서, 결혼으로 인한 자녀의 출생

과, 성장 과정 속에서 이웃주민들과 인간관계를 형성

하면서 생활하는 온 가족의 보금자리라 할 수 있다. 아

파트는 구조상 한 단지에 여러 개의 동으로 이루어지

고 그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각 종 편의

및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함에 공동체로 참여하면서 정

보를 공유함으로써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공동체

생활의 주거 개념이다. 화재대응은 아파트란 공동체

생활을 위한 관리주체가 운영과 시설관리를 함으로써,

관련법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화재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준

비하면서 아파트 소방시설유지 관리에 따라 계획하고

점검하는 관리주체의 화재대응이다. 화재대응은 관리

주체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아파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화재보, 옥내소화전설비의 부작동 등을 평소에 자체

적으로 점검하고,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아파트 소방시

설에 대한 작동기능 및 종합정밀점검을 관련법에서 정

한 대로 시행하고 소방시설점검 결과를 소방관서에 보

고하게 한다. 소방관서는 관할지역 아파트의 소방시설

점검 결과를 검토 및 예방안전 점검 지도를 하면서 화

재 시 상시순찰 출동이 가능하게끔 도로 협소지역

및 건축물 내부 구조물 파악 및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와 설계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관할지역의 아파트 화재

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에 대응한다. 아파트 화

재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정보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는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2014년 8,139,7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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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75,007호, 2018년 9,539,541호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

으로 집계되었다[1]. 2019년 소방청 통계연감에 아파트

의 화재는 의무관리 대상에 구별 없이 주거용 화재통

계에 따르면 2014년 10,860건, 2015년 11,587건, 2016년

11,541건 2017년 11,765건, 2018년 12,002 건의 화재로

공동주택의 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2]. 이

현상(2017)은 공동주택의 화재는 2014년 4,234건, 2015

년 4,806건, 2015년 4,837건으로 공동주택의 화재의 원

인별로는 부주의나 전기화재 기타 순으로 해마다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3]. 권미진(2016)은 공동주택의 화

재는 2012년 4,027건, 2013년 4,156건 2014년 4,234건,

2015년 4,806건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

하였다[4]. 실제로 2020년 4월 8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

서 불이 나 일가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새대 내에는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집 주

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대피공간으로 피신하지 못

했던 것이다[5]. 2018년 1월 28일 서울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

가 발생하였다. 옥내소화전 배관에는 동파로 가압수가

비어있는 것으로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스프링

클러 설비가 설치의무가 아닌 오래된 아파트로 초기화

재진압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6].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오래된 아파트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으며, 소화전은 동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

기 때문에 밸브를 항상 열어 놓아야 한다. 유영채 천안

시의회 의원은 2019년 4월23일 화재에 취약한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 아파

트와 1992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화재 탈

출 시설이 없어 현관 등 주 출입구에 단일 방향 피난

경로 외에 발코니 등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양방향

대피 경로, 연기에 의한 질식 피해 예방을 위해 세대에

서 옥외 공간으로의 탈출 경로 설치·확보를 위한 공동

주택 화재 발생 대응 시스템 마련 요청했다[7]. 아파트

거주자의 화재대응의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아파트

화재는 통계분석이나 실제화재에서도 장애인, 노약자

등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듯이 화재는 계속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거주자의 인명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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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아파트 세대에 대한 장

애인, 노약자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들을 홀로

방치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겠으며, 세대에도 소방시

설에 대한 자체점검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을 강화하

여 공동주택에 선임 시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경력

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법적 정책 강화

가 필요하다. 관계기관의 소방차 순찰에 방송장비로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하고, 초기

화재진압에 필요한 관할소방관서의 상시순찰 출동과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한 예방안전지도점검의 일환

으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에도 강화

가 필요하다. 아파트의 화재 발생 시 소방안전관리자

나 관리주체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화재보, 옥내소

화전설비 부작동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자체점검역량

이 부족하다, 아파트 소방시설점검에 대한 관계기관의

안전예방 지도 점검 의한 전수점검이 미흡하고, 상시

순찰 출동과 소형 펌프차 보급이 빈약한 실정이다. 따

라서 아파트거주자의 안전과 화재대응의 활성화 방안

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나 관계기관의 상

시순찰 출동 및 안전예방지도점검이 화재대응 간에 관

리주체의 자체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실증

된 연구는 부족하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아파트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자

체점검활동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

방안전지도 점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탐색하고,

화재대응에 대한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아파트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주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

에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 점검

중 어떠한 유형의 중심으로 관할지역 아파트 소방시설

의 화재대응에 관한 관리계획이 작동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관할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관계

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 점검의 역기능

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아파트소방시설의 자

체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

전지도 점검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함의를 발견

하고자 한다. 둘째, 아파트 층수가 고층이거나 세내 내

에 장애인, 노약자 등에 의한 화재발생 시 관리주체만

으로 초기 화재진압이 어렵다.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 지도 점검이 많아져 아파트 관리주

체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화재대응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 지도 점검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에

대한 현장 감독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 점검의 특

성이 화재대응 간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매개하는

지를 파악한다. 아파트는 공동체생활로 많은 거주자가

주거한 시설로서 화재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성과

가 나타나야 한다.

3.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

방안전 지도 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에 관

리주체의 자체점검의 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적 연

구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관계기관의 상시순

찰 출동 및 예방안전 지도 점검이 관리주체의 자체점

검에 미치는 영향,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

안전 지도 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기관

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 지도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에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의 매개가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인과관계를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

전 지도점검에 따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간에는 유

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

전 지도점검에 따라 화재대응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관계기관의 상시순찰출동 및 예방안전

지도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에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이 연구는 선행연구검토, 아파트 관리주체와 소방공

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수행하

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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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공간적인 범위는 경상

남도․강원도․부산시․ 김해시, 대구시 소재 아파트

를 선정하였다. 대상적 범위는 공간적 범위에 의한 아

파트 관리주체의 직원과 소방시설관리업체 직원, 관할

관계기관의 소방서장 이하의 소방공무원 가운데서 현

장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들로 정하고, 이들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우선 관할

아파트의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에 대한 도로의 사

정이 협소한 골목에 통행이 가능한 소형펌프차 보급,

소방 순찰차로 안전에 대한 방송장비로 홍보와 계도

및 아파트 소방시설에 대한 예방안전 지도 점검이 아

파트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은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 얼마나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검증을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빈도 분석을 통해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

전 지도 점검에 대한 골든타임 필요성으로 소방차 우

선 진입로 확인과 소형 펌프차 보급에 대해 통제변수

들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론적 선

행연구과 경험적 검증의 자료를 토대로 이들 변수 모

두를 포함시키는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상과 같은 통계적인 실증적인 분석들을 통하여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 지도점검이 화

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에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매

개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점검를 강화하고, 관리주체의 소

방안전관리자 점검역량을 향상시켜 아파트 화재대응에

기여하는것이무엇인지파악하고논의함을목표로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문헌조사를 통한 아파트거주

자의 주거만족과 화재대응에 관한 논의가 선행된다.

다음으로 관리주체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 역량

과 소방시설관리 위탁점검업체와의 점검 결과에 대한

하자보수역량과 관계기관의 예방안전 지도 점검 및 상

시순찰 출동이 초기화재진압에 실제 화재 사례를 통해

서 분석하여 제시된 초기화재진압의 타당성을 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관계기관의 상시순

찰 출동 및 예방안전 지도 점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

체점검, 소방시설관리 위탁점검의 점검결과에 의한 보

수역량, 화재대응에 의한 관계인의 의식를 파악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 점검과 화

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인

과적 분석을 추론하는데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 수집

된 자료는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이 연구 분석을 위하여 설계된 구체적인 연구의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관계기관의 상시

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 지도 점검 적용하여 관리주체

의 자체점검 능력 역량과 점검결과를 분석한다. 그 결

과를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연구 분석의 매개변수

로 적용한다.

둘째, 기존의 연구자의 이론적·경험적 문헌의 검토

를 통해 개발한다. 연구가설은 선행연구문헌 고찰 및

연구 결과 분석 및 실제 현장사례에서 나타난 문제를

중심으로, 각 변수들은 조작적 정의에 근거한 개념 및

방법론에 입각하여 검증이 가능하도록 재설정한다. 관

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 점검이 화재

대응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그 결과가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인지 해석한다.

셋째,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

점검과 아파트 관리주체의 화재대응에 관한 문제를 탐

색하고, 화재대응에 대한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관리

주체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 역량을 인식을 조

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법을 사용한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 먼저, 설문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각각의 변수들의 상관 분석 살펴보고 관계기관의 상시

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 지도 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

는 영향 간의 관리주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본다. 이때 변수들의 인과요인에

따른 영향력과 유의성 검증으로 다시 한 번 검증을 살

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각각의 연구항목들을 종합적

으로 진단하여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

지도 점검이 화재대응 간의 관계와 관리주체의 소방안

전관리자의 자체점검역량이 관계를 파악한다. 또한 이

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관계기관의 역량도 함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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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공동주택의 정의

공동주택이란 사전적 정의로 여러 가구가 한 건물

안에서 각각 따로 살 수 있도록 한 주택이라고 정의

하나 이는 공동주택을 뜻하기보다 아파트의 정의에 가

깝다. 아파트는 부분의 집합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로 개별의 주택이모인 집합주택을 뜻한다. 본 연

구에서는 공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공동주택이

란 공동생활을 전제로 공동이 시설 및 설비를 공유하

는 아파트라고 정의한다. 또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

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8].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

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

로 구분된다. 이중 공동주택이란 대지 및 건물의 벽·복

도·계단 기타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

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연립주

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정의하고 있다. 아파트는 주

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은 주

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

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

생 또는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이상인 것을

정의한다[9].

2.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의 특성

1) 소방시설의 비화재보

소방시설의 비화재보는 일반적으로 실제 화재가 아

님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 및 기타 소방시설 등이

동작하는 것으로 환경적 요인, 기능상 요인, 인위적 요

인, 설치상요인 등이 있다. 비화재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전국 119 생활안전대 생활안전

활동 중 소방시설 비화재보 처리 건수이며 2010년

3,760건에서 2014년 17,57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

며, 비화재보로 인한 공공인력 투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비화재보로 인한 소방 오인출동으로

인해 실재 화재지역의 출동지연으로 이어져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소방시설의 비화재보

가 반복되면 감지기의 신뢰를 떨어뜨려 실제 화재 발

생 시 대응 지연으로 피해가 가중된다. 또한 백화점·지

하철 등 불특정 다수가 동시 대피 시 피난지연 및 인

명사고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소방시설 감시운

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제품, 관리자의

전문성 그리고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확보 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상태에 대한 상시 감시가 이루어 져야 한

다. 만약 전문성을 요하는 시스템의 비화재보 발생 시

전문업체의 대응이 되기 이전까지 수일에서 수 주 동

안 비화재보를 해소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시스템 정

상운용이 어렵다. 소방시설에 대한 24시간 상시 감시

를 통해 고장 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점검 체계

가 갖추어야 시스템의 정상 상태 유지가 가능해져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10].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

자동화재탐지설비란 화재를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

다. 이 설비의 목적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소

화, 조기피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자동화

재탐지설비는 화재상황을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거의 모든 건축물에 설치가 되어 있다[11].

3) 관계기관의 상시출동 및 예방안전지도

상시 순찰출동 소방대는 순찰업무(행정)와 출동업무

(현장)를 합쳐놓은 개념으로 소방펌프차를 활용하여

상시 관내를 순찰하면서 현장을 직접 발견하거나사건

발생 시 무전기 및 AVL단말기를 통하여 지령을 받고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는 상시 순찰출동대를 말한다

[12]. 다시 말하면 평소에는 관내 순찰을 하며 지리파

악, 위험요소 파악, 소방용수조사 등을 하는 순찰대의

개념으로 활동을 하다가 화재, 구조, 구급 등 사건발생

시 출동대로 전환하여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

을 하는 것이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2018. 7월부터～

2019. 12월 화재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

시설에 우선으로 약 44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로 재난

관리기금 예산을 투입하여 다중이용시설 등 55만 4천

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그 중 1단계 조사로 약 6

개월 동안 (2018. 7월～2018. 12월) 약 172,000개동을



Multivariate Analysis of Fire Prevention Activities, Special Investigations of Fire Safety, and Fire Safety Management by the Apartment Buildings Management Methods and Inspec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 374 -

우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13].

4)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및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상 업무를 유지

하기 위해 관할소방서에 선임되어 소방안전에 대한 업

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소방계획서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하여야

한다[4].

5) 자체점검

자체점검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법적 요구조건에 맞추어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함

으로써 재 시 정상적으로 소방시설이 정상작동을 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된 소방시설을 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

업체 종사자가 점검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체

점검의 의무를 일차적으로 건축물 관계자에게 두고 있

으며 소방대상물의 용도별, 규모별로 설치된 소방시설

의 종류에 의해 점검자의 자격 및 절차 등을 달리 하

여 점검하고 있다.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

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으로써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

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

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점검자의 자격

은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이

다.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

함하여 소방시설의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

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스프링클러 또는 물 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

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위험물제조소등

제외)(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

상인 것만 해당).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유흥주점, 단

란주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복합

영상물제공업,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제연

설비가 설치된 터널이며, 점검자의 자격은 소방시설관

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

사·소방기술사이다[13].

Ⅲ. 선행연구 분석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분석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 지도 점검

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선행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종식

(2012)은 화재대응은 발코니 쌍방향 피난개념의 대피

공간등의 설치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발코니설치관련

법령을 강화해 어느건축물이나 발코니를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14]. 권미진(2013)은 소방안전관리는 입주

자대표회의에 책임성확보를 위한 양벌규정을 적용, 안

전의식을 고취,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책임 완화, 소

방안전관리자의 자격강화 및 상시근무체제를 유지 근

무공백을 없애는 방안을 언급하였다[4]. 한종우(2013)

는 소방안전관리는 소방관서의 화재대응방안 초고층건

축물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연

구하여 최적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119안전센터에까지

보급되어야 함을 언급 하였다[15]. 유승환(2014)은 화

재예방은 대피공간으로의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화재경

보를 인지 후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명

확한 장소를 제안하며, 현 공동주택 거실에 설치 제외

된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 피난동선을 확보하고. 대피

공간의 출입문은 차열성이 있는 갑종방화문 이상으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였다[16]. 최진규(2015)는

소방안전관리는 강습교육이수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

리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의 점검대행업체에서 실무경

력을 필요하고, 소방계획서작성 소방안전교육․훈련소

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취급감독 등 소방안전

관리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상주근무체제로 운영방

안을 설명하였다[17]. 김두환(2017)은 소방특별검사는

소방검사의 민간위탁은 국민의 권리및 의무에 대하여

행정규제 사무, 점검비용이 최소, 소방안전 점검에 대

한 신뢰성이 확보, 사후 서비스도 책임, 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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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비

용저감 방안을 제안하였다[18]. 하길수(2017)는 소방특

별조사는 빅데이터를 통한 소방특별조사 신뢰성 확보,

각 대상물의 위험 등급을 매기고 등급이 높은 대상물

위주로 조사를 대상 선정에 따른 객관적 근거마련과

함께 화재취약 대상에 대해 안전조치 조절가능성을 언

급하였다[19]. 한기흥(2017)은 소방안전관리는 화재발

생에 대한 위험성은 상황변화를 예측하기는 무척 어렵

다. 화재 발생원인과 발생패턴을 분석, 빅데이터 및 네

트워크 기술을 활용방안을 설명하였다[20]. 문현주

(2019)은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부실점검 방지와 점검에

대한 신뢰도향상, 전문화된 기술인력 강화방안 모색과

관리업체 상호간 과다 경쟁체제를 방지 할 수 있는 관

리업체의 등급별 구분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3].

박시현 (2020)은 화재예방은 소방자체점검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화재예방, 소

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예

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조치명령 이행여부확

인방법을 제도화하여 조치명령 이행을 설명하였다[21].

2. 선행연구의 차별성 분석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관계기관의 연구에서는

선제적 상시 순찰 출동에 119안전센터의 인원을 증원,

교대로 순찰출동활성화,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조사에 횟수를 늘이는 방안, 소방특별조사에 빅데

이터를 통한 화재취약지역 대상물 선정 등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으며, 자체점검에서는 소방안전관

리자의 상주근무체계,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의 질 하

락 문제점으로 선임 시 자격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소방시설점검업체 경력자를 선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화재대응에는 발코니설치 법령강화와 대피공간에

대한 차열성이 있는 갑종 방화문의 설치방안 등의 연

구들이 있다. 그러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역량

을 끌어 올리는 방안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

한 예방안전지도 점검과 화재 시 상시 순찰 출동 시스

템이 아파트 화재 대응에 필요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 지도 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통해

서 화재대응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Ⅳ.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대상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30

일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공간적인 범위는 경상

남도․강원도․부산시․ 김해시, 대구시 소재 아파트

를 선정하였다. 대상적 범위는 공간적 범위에 의한 아

파트 관리주체의의 직원과 소방시설관리업체 직원, 관

할 관계기관의 소방서장 이하의 소방공무원 가운데서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들로 정하고, 이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부는 구글, 직접 설문,

팩스, e-mail 배포 후 수집하였다. 350명에게 배포하여

334부를 회수하였으며 2번에 걸쳐 설문지를 분석하였

고 질의내용과 관련이 없는 설문지는 분석대상에서 제

외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 320부를 최종 대상자로 하

였다.

2. 연구 도구 및 타당성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성별, 나

이, 경력, 직위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질문을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화재대응

화재와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대

응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에서 유승환(2014)[16]의

사용한 도구를 이 연구에 맞게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하위 요인으로는 경량칸막이 및 대피 공간(7문항), 법

규준수(4문항) 총 11문항을 축조하여 5문항으로 구상

하여 4점 리커트형(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화재대응

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795로 나타났다.

2)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역량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계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진압대책을 위한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한기흥(2017)[20] 이 사용한 도구를 이 연구

에 맞게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하위요인으로는 소방업

무능력(6문항), 업무환경개선(5문항) 총 11문항을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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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구분 N %

성

별
전체

남 199 62.2

여 121 37.8

소계 320

나

이
전체

≤30 17 5.3

30-40 48 15

40-50 121 37.8

50-70 134 41.9

소계 320

소

방

경

력

전체

≤5년 46 14.3

5-10년 54 16.8

10-20년 147 46

≥20년 73 22.9

소계 320

직

위

관리주체

사원이하 24 22.8

대리이하 36 34.2

과장이하 14 13.3

소장이상 31 29.7

소계 105

소방

시설

관리업

사원이하 47 42

대리이하 32 29

과장이상 17 15.4

소장이상 14 13.6

소계 110

소방

공무원

소방사 18 17.1

소방교 45 42.8

소방장 26 24.7

소방위 이상 16 15.4

소 계 105

하여 5문항으로 구상하여 4점 리커트형(1=‘전혀 그렇

지 않다’ ∾ 4=‘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방안전관리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

서 Cronbach’s alpha =.784로 나타났다.

3) 관계기관의 상시출동 및 예방안전지도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으로 소방공무원의 조사

업무가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유지관

리, 위험물 등의 관리상태 소방 활동에 관한 사항, 이

용자 특성 및 화재대응 활동 여건 등 화재안전 위험성

을 낮추기 위한 조사업무의 목적이다. 선행연구에서

소철환(2019)[12], 박선영(2011)[22], 문현주(2017)[13]가

사용한 도구를 이 연구에 맞게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하위 요인으로는 관계기관의 상시 순찰 출동 시행지침

마련, 상시순찰출동 인원 증원(2문항), 합동 소방검사

에 대한 법률적 규정 마련, 소방서 단위의 안전검사에

통일성(2문항), 개선, 확대필요성(5문항) 총9문항을 축

조하여 7문항으로 구상하여 4점 리커트형(1=‘전혀 그

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화재안전특별조사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767로 나타났다.

Ⅴ. 연구결과 및 논의

1. 기초통계량 분석

연구 대상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총

응답자는 320명 이었다. Table 2는 전체 연구대상 관

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 집단은 소방

공무원, 자체점검의 집단은 관리주체의 소방안전관리

자와 소방시설관리업체, 화재대응은 관리주체의 집단

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나

타낸 것이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99명(62.24%),

여성이 121명(37.8%)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 50세 이

상 70세 미만이 134명(41.9%)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121명(37.8%)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48명(15%) 30세

미만이 17명(5.3%) 순으로 분포하였다. 소방경력에서

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47명(46%), 20년 이상 73

명(22.9%), 5년 이상 10 미만 54명(16.8%), 5년 미만이

46명(14.3%)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관리주체 그룹에

서대리이하 36명(34.2%), 소장이상 31명(29.7%) 사원이

하24명(22.8%) 과장이하 14명(13.3%)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관리업 그룹에서 사원이하 47명(42%), 대리이

상이 32명(29%) 과장이상 17명(15.4%) 소장 이하 14명

(13.6%)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그룹에서 소방

교 45명(42.8%), 소방장 26명(24.7%), 소방사 18명

(17.1%), 소방위 이상 16명(15.4%)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Table 1>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기초통계량분석

Table 1. basic statistics analysis of research subjects.

N=320

2. 조사대상자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에

대한 골든타임 필요성

상시 순찰출동대를 편성하여 “소방출동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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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분 N %

소형펌프차보급(대)

≤1 46 43.8

1-2 13 12.4

≥3 7 6

없다 39 37.8

비화재보 신고 접수

경보

(실제화재

)

880

(22)
2.5

소방차 우선 진입로

를 확인하는가?

그렇다 79 75.2

그렇지

않다
20 19

기타 6 5.8

건물내부 구조파악

및 현장예방안전지

도를 하고 있는가?

그렇다 74 70.4

그렇지

않다
12 11.4

기타 19 18.2

방송장비 등을 활용

하여 적극적인 홍보

와 계도를 하고 있

는가?

그렇다 3 2.8

그렇지

않다
86 81.9

기타 16 15.3

확보하고 체계적인 상시순찰 활동 및 실질적인 정보

수집을 통한 예방안전지도 등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

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해 320명의 응답에 ‘전혀 그

렇지 않다’라는 1점부터 ‘매우 그렇다’라는 4점까지 4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하고 교차분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관할지역의 협소한 지역에 화재 발생 시 소

방출동이 가능한 “소형펌프차가 보급이 되어있는가”에

서 1대 미만이 46명(43.8%), 1대 이상 2대 미만이 13명

(12.4%), 3대 미만7명(6%) 순으로 나타났지만, 1대도

없다가 39명(37.8%)로 관할지역에 소형펌프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소한 지역에 화재 발생으로

초기진압 실패 시 화재확대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방시설 비화재보 신고”에 대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화재보가 880건, 실재화재는 22건(2.5%)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과 각종

특정소방대상물 증가 추세에 따라 비화재보에 의한 출

동이 빈번하여 소방력 낭비와 소방시설에 대한 불신도

우려되지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실재화재가 아

닌데도 비화재보가 빈번한 것은 소방안전관리자가 특

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비화재보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 “소방차 우선 진입로를 확인하는가?”에

‘그렇다’가 79명이 가장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가 20명

“기타”가 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건물내부 구조파악

및 현장예방안전지도를 하고 있는가?” 질문에 ‘그렇

다’가 74명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가 19명, ‘그렇지

않다’가 1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방송장비 등을 활용

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는가?”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86명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가 16명,

“그렇다”가 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소방관서의 소

방출동 및 소방대상물에 대한 예방안전점검도 중요하

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의 예방, 대비단계의 주요활동

으로 화재의 안전의식과 소방시설의 인지능력, 대피공

간에 적재물 제거, 경량칸막이 활용성 등에 대해서 방

송장비를 활용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으로 아파

트 거주자의 화재대응을 높일 구체적인 해결 장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상시순찰출동및 예방안전지도에 대한 골

든타임의 필요성

Table 2. The Need of Golden Time for mobilization of regular

patrols and Preventive Safety Guidance about the survey

subjects.

N=320

*화재신고현황 (2019.1.1.∼ 6.24)

3.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

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상관분

석)

상관분석은 요인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

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은 자체점검(r=.137, p<

.01), 위탁점검(r=.182, p< .001)상관 관계이다. 유의성

검증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로 볼 수 있으

며 상관계수도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이 많을수록 소방시설

에 대한 자체 및 위탁점검이 잘되어 화재대응도 높아

진다고 할 수 있다. 예방안전지도는 위탁점검(r=.268,

p< .001)상관관계이다. 유의성 검증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로 볼 수 있으며 상관계수도 정(+)적

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체점검은 위탁점검

(r=.222, p< .001), 화재대응(r=.334, p< .001)간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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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관분석

1 2 3 4 5

상시

순찰 출

동

1

예방

안전지

도

0.025 1

자체

점검
0.137* 0.001 1

위탁

점검

0.182*

*

0.268*

*

0.222*

*
1

화재

대응
0.098 0.031

0.334*

*
0.119*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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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 검증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로 볼 수

있으며 상관계수는 0보다 크므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탁점검은 화재대응(r=.119, p<

.01)간에는 유의성 검증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상관계수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많소

양호할수록 화재대응에도 긍정적으로 높아진다는 상관

관계를 통계적으로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Table 3>

와 같다.

표 3.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리주체

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상관분석)

Table 3. The effect that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s

mobilization for regular patrols, and preventive safety

guidance, and management entity's self-checking have on

fire correspondence. (correlation analysis)

N=320

4. 관계기관의 상시순찰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

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매개효

과)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

리주체의 자체점검과 화재대응 간에 인과관계를 살펴

보고, 첫 번째 모델에서는 상시 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

지도와 자체점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

모델에서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세

번째 모델은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

도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전부 투입하여 화재대응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해 보았다. 그 결과 각 모델의

설명력, 독립변수와 회귀계수 값의 변화와 유의성을

분석함으로써 세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전체적

인 모델의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1)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가 자

체점검에 미치는 영향

모델 1은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

도가 자체점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회귀분석모형은(p<.001)수준에서 유의미하

며, 모형의 설명력은=.277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이 자체점검에 대하여 27.7%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의미하는 Adj R2가 .264로 나타나 자체점검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26.4%로 설명력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체점검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에

대한 변수가 변수로써 잘 작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

여준다. 한편 D-W=1.36으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

제가 없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

수도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유의성 검증으로. 상시순찰 출동(β .071 p<

.001) 예방안전지도(β .064 p< .001)는 모두 자체점검

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할 소방

대상물 및 화재 취약대상물에 대한 관계기관의 상시

순찰 출동이 빠를수록 예방안전지도 점검이 많을수록

관리주체의 소방시설물에 대한 자체점검 역량도 높아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계기관의 상시출동계

획과 예방안전지도 점검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잘 전

달될수록 자체점검에도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강윤구(2016)은 대다수의 소방관서가 차

고 탈출까지 합하면 출동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많이

지체되어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없어 출동 지연상황을

만드는 장애요인을 파악 예측·통제의 가능성 유무에

따라 구조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제시하

였다[23]. 이종영,정원희(2020)은 소방특별조사 업무의

일부를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소방

안전 전문기관에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24]. 이현석(2019)은 구조대 입지에

따라서 관내출동과 지원출동의 비중을 확인하고, 소방

서별 소방차량 차고탈출시간(최초이동 소요시간)분석

을 통해 청사내 출동동선 또한 신속한 현장 접근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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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25]. 서하나(2018)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된 자의 자격증은 대부분 약94%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 받은 자격으로 선임하고 있으나, 따라서 실제 현

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시 경력을 강화하여 선임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26]. 이상의 사항을 정리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 향상 방안으로 먼저, 관계

기관과 관할 아파트 관리주체와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

하다. 관계기관에서는 관할지역의 협소한 도로나 신축

된 건축물이 많아 수시로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미리

파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관계기관의 형식

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할 지역의 상시 순

찰 출동 및 소방시설의 지도와 점검 계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아파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소방시설에 대

한 작동불능이나 점검불량은관계인에게 있으나 화재가

이웃 건축물이나 시설에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상시 출동과 소형펌프차의 보급으로 신속하게 화재현

장에 도착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상황적 요인에

맞는 관리시스템의 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소방안전원에서 단기간의 교육수료 후 평가로 소방안

전관리자 자격을 선임하여 근무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경력과 직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자격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점검의 질이

낮고 관련 업무를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하기엔 역량

이 부족 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이론과 실무경력이 검정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

요하다.

2)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가 화

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모델 2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

도가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회귀분석모형은(p< .01) 수준에서 유의미하

며, 모형의 설명력은= .324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

동 및 예방안전지도가 화재대응에 대하여 32.4%를 설

명하고 있으며, 이를 의미하는 Adj R2가 .305로 나타

나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 점검이

화재대응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불과 30.5% 정도로

설명력은 낮다. 이는 화재대응에 관련된 변수가 다수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유의성 검증으로. 변

수의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관계기관의 상

시순찰 출동(β=. 099 p< .01) 예방안전지도(β=. 034,

p< .01)가 화재대응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고

유의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 점검이

화재대응에 대하여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기관의 관할

소방대상물에 대한 상시 순찰 출동이 빠를수록, 예방

안전지도 점검이 많을수록 관리주체나 아파트 거주자

의 주거만족도도 높아져 화재대응도 높아지는 것을 보

여준다. 박시현(2020)[15]은 소방특별조사요원이 아파

트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적으로 점검과 지도 및 교육

를 할 수있는 예방 교육에 특화된 전문교육기관과 지

역별로 소방관서에 소방시설 실습장의 설치를 제시하

였다[21]. 김두환(2017)은 제도적인 개선으로 소방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소방․방화시설 위주의 검사는 소방

공무원이 실시하고 해당 분야의 담당자가 합동점검반

을 편성하여 관련시설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후 그 결

과만을 통보토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18]. 박재성(2013)은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소방안전관

리에 대한 업무와 책임은 대부분의 단지에서 관리소장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에서의 체계

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개선방안을 언급하였다[27]. 배기수(2018)은 소방안

전교육 시 에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여

러 가지 재난, 재해에도 적응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

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28].

박선영(2010)은 화재대응 위한 소방검사에 많은 문제

점이 내포되어 소방서 단위의 예방안전지도 점검에 통

일성을 위해 소방청 주도로 실질적인 예방안전지도 점

검을 방안을 제시하였다[22]. 결과적으로 화재대응 향

상을 위해 먼저, 관계기관의 주도로 관할지역의 아파

트 소방시설지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현장지도감독이 많을수록

아파트의 관리주체나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수준의

역량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에 대

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관련기술을 훈련과 실무교육으

로 통해 지속될 것으로 화재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실무경력이 있는 소방안전관리

자로 선임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파

트 관리주체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관리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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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분석

변수 B β t p S,E VI
F

1

상수
1.6
17

9.5
4 .00

상시
출찰
출동

0.3
92

.07
1

3.8
9 .00 .99 1.3

6

예방
안전
지도

.26
7

.06
4

3.4
3

.00
1 .84 1.4

5

변수

 R2=.277
adjusted R2= .264

F = 13.15 and p = .000

2

상수
2.5
8

15.
91 .00

상시
출동

.08
3

.09
9

1.7
6

.04
2 .74 1.4

7
예방
안전
지도

.02
4

.03
4

.60
6

.02
3 .79 1.5

9

변수
 R2=.324 

adjusted R2= .305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전

문적 지식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관리주체의 관리소장을 보조 소방안전관

리자로 등록하거나 이들에 대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습형 교육을 통해 업무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3)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

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모델 3은 관계기관의 상시순찰출동 및 예방안전지

도 점검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회귀분석모형

은(p<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모형의 설명력은=

.42.3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대하여 32.4%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의미하는 Adj R2가 .411로 나

타나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가 화

재대응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불과 41.1% 정도로 설

명력은 낮다. 이는 화재대응에 관련된 변수가 다수 포

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유의성 검증으로. 변수

의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관계기관의 상시

순찰 출동(β= . 057 p< .01) 예방안전지도(β= . 014,

p< .01) 자체점검(β= . 08 p< .01)이 화재대응에 대하

여 정(+)의 영향을 미치고 유의수준은 관계기관의 상

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자체점검이 화재대응

에 대하여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는 관계기관의 관할 소방대상물에 대한

상시순찰 출동이 빠를수록, 예방안전지도점검이 많을

수록 아파트 관리주체와 소방안전관리자에 자체점검

에 지도가 잘 전달이 되어 점검수준의 역량이 높아질

수록 아파트에 대한 화재대응도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

다. 임성빈(2019)은 노후 밀집지역 거주자 및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화재의 대처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 훈련 홍보 분야의 화재안전대

책을 제시하였다[29]. 김종식(2013)은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는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작동실패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제안하였다[14]. 정종진,

홍아름, 이채원, 손봉세(2013)는 공동주택의 화재대응

확보하기 위하여 평상시 감지기 점검의 불편함을 개선

하기 위하여 원격 점검기능이 있는 내장형 무선 원격

화재감지기로 발화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감

지기별로 주소를 부여한 감지기 개발방안을 언급하였

다[30]. 구재현(2019)은 공동주택의 화재대응에 안전시

스템, 소방시설, 건축물 안전, 일반안전 분야의 4개 평

가분야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평가요소들을 제시

하였다[31]. 최종적으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가 화재대응 간의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향상을 위해 먼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비화재보에 대한 관계인과의 합동점검이 이루

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관할 소방관서 소방대상물의

관리주체에 적극적인 예방안전 지도와 교육 협력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관계인의 소방시설의 인지

능력 향상과 소방계획서를 활성화하여 합동 소방훈련

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관계기관에서 현장 확인감

독과 참여로 화재대응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가 화재대응

에 미치는 영향(매개효과분석)

Table 4. The effect that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s

mobilization for regular patrols, and preventive safety guidance

have on fire correspondence. (analysis about an mediating

effect)

N=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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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잔차통계량a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오차
N

예측

값
2.71 3.03 2.85 .06 320

잔차 -1.06 1.20 .00 .44 320

표준

오차

예측

값

-2.16

7
2.796 .00 1.00 320

표준

화잔

차

-2.39 2.71 .00 .995 320

F = 2.242 and p = .000

3

상수
2.4
2

13.
2 .00

상시
출동

.06
5

.05
7

1.3
4

.02
3 .52 1.5

4
예방
안전
지도

.01
1

.01
4

.25
6

.01
2 .74

자체
점검

.20
6 .08 1.8

06
.04
3

.84
2

1.6
7

변수
R2=.423 

adjusted R2= .411
F = 2.242 and p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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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종판단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

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체점검은 매개효과 1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가 자체점검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3단계에서는 관계기관의 상시순

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

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에 자체점검은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는 화재대응 간에 부분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Sobel test(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

& Sheets, 2002)를 통해서 본 매개효과 검증의 결과는

표 7과 같이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

도가 화재대응에 미치는 데 있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다른

유의성 검증으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이 화재대

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의 매개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Z= 2 .33 p<

.01), 예방안전지도가 화재대응에 미치는 데 있어 관리

주체의 자체점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 2 .184 p< .01) 따라서 관계기관의 상시

순찰출동, 예방안전지도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표 5.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Table 5.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for the mediated

pathway

변수 간의 경로 Z
p-val

ue

상시출동>>자체점검>>화재대

응
2.33 .019*

예방안전지도>>자체점검>>화

재대응
2.184 .032*

화재대응의 예측치를 기준으로 분석한 화재 대응에

잔차통계량에서 예측 값에 대한 최소값은 2.71 최대값

은 3.03이다 평균은 2.85이며 표준오차는 .06이다. 분석

결과는 <Table 6>와 같다.

표 6. 잔차 통계량

Table 6. Residuals Statistics

N=320

4. 화재대응에 대해 개선 할 점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만족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화재대응에 대해 관리주

체와 소방관서의 협조 할 사항 등에 대해서 개선할 점

과 구체적으로 해결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빈도 분석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

의 자격 강화 및 실무기술 필요성에 대해 50명(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관할 소방관서 소방

대상물의 관리주체에 적극적인 실무교육이 필요 및 협

력 필요 62명(19.4%)로 높게 나타났다. 관계기관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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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N %

관계기관의방송장비로안전에대한적

극적인 홍보 및 계도 필요
50 15.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화재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
38 11.8

상습비화재보에대한관계인과의합동

점검 및 조치필요
41 12.8

소방안전관리자의자격강화및실무기

술
67 21

관할 소방관서 소방대상물의 관리주체

에 적극적인 실무교육 필요
62 19.4

비 화재보 소방시설에 대한 불신해소 37 11.5

소방계획서에 의한 소방관서의 현장지

도감독 강화
25 7.9

합계 320 100

송장비로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필요가

15.6%상습 비화재보에 대한 관계인과의 합동점검 및

조치필요가 41명(12.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화재보

에 대한 대책이 필요가 38명(11.8%) 비 화재보 소방

시설에 대한 불신해소가 37명(11.5%) 소방계획서에 의

한 소방관서의 현장지도감독 강화가 25명(7.9%)으로

관계기관의 방송장비로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필요성,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강화 및 실무기

술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

과는<Table 7>와 같다.

표 7. 공동주택의 화재대응에 대한 개선사항

Table 7. The matters concerning the improvement about the

fire correspondence of apartment house.

N=320

5. 연구문제 검증

연구문제 1 : 이 연구의 분석은 상시순찰 출동(β 

.071 p< .001) 예방안전지도(β .064 p< .001) 모두 자체

점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로 협소지역, 시

장 지역이나 교통 혼잡지역 등에 소형펌프차 보급이

되어 있는 소방서에서는 초기화재 진압이 빠를 것이며,

예방안전지도점검이 많은 소방서에서는 아파트 소방대

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 역량이 높아

화재에 대한 예방할동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

형펌프차 보급과 예방안전지도점검이 없는 관할 소방

서에서는 화재에 선제적 신속한 대응이 어럽고, 아파

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 역량 수준도 낮아 화재

에 대한 예방활동이 낮다고 볼 수있다. 이는 관계기관

의 대응활동에 따라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역량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 : 이 연구의 분석은 관계기관의 상시순

찰 출동(β=. 099 p< .01) 예방안전지도(β= .034, p<

.01)가 화재대응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고 유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여준다. 이는 관계기관의 상시 순찰 출동이 빠를수록

예방안전지도 점검이 많을수록 아파트의 소방시설에

대한 화재의 대응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도로

협소지역, 시장 지역이나 교통 혼잡지역 등에 소형펌

프차 보급이 되어 있는 소방서에서는 초기화재 진압이

빠를 것이며, 예방안전지도점검이 많은 소방서에서는

아파트 소방대상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화재에 대한 준

비를 사전에 대응하는 역량이 높아 예방할동도 높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형펌프차 보급과 예방안전지

도점검이 없는 관할 소방서에서는 화재에 선제적 대응

이 어럽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화재에 대한 준비를 사

전에 예방활동하는 역량 수준이 낮아 화재대응이 낮

다고 볼 수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대응활동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의 화재 대응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 : 이 연구의 분석은 상시순찰 출동(β= .

057 p< .01) 예방안전지도(β= . 014, p< .01) 자체점검

(β= . 08 p< .01)이 화재대응에 대하여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유의수준은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대하여 유

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아파트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역량과 관리주체가 화재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예방하

는 역량에 대한 화재 대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도로 협소지역, 시장 지역이나 교통 혼잡

지역 등에 소형펌프차 보급이 되어 있는 소방서에서는

초기화재 진압이 빠를 것이며, 예방안전지도점검이 많

은 소방서에서는 아파트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자의 자체점검 역량이 높아 화재에 대한 대응이

높고, 관리주체가 화재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예방하

는 역량이 높아 화재대응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소형펌프차 보급과 예방안전지도점검이 없는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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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서는 화재에 선제적 대응이 어럽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화재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예방는 역량

수준이 낮아 화재대응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대응활동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

검역량과 아파트 관리주체가 준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량 수준이 화재 대응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

도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에 관계에서 자체점검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

안전지도는 화재대응 간에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문제에서 가설의 검증에 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연구문제1에서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

안전지도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간에 미치는 영향은

화재취약지역, 소방 출동로 장애지역 등에 순찰출동이

빠르고, 예방안전지도점검이 많을수록 특정소방대상물

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고, 화

재시 초기진압에 대처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이

높을수록 자체점검 수준도 높아 지는 것을 알 수있다.

따라서 소철환(2019)의 연구에서도 소방분야의 빅 데

이터를 활용도를 높이고 현재의 일률적이고 단조로운

형식적인 예방순찰 개념에서 벗어나, 시간별, 계절별로

체계적인 상시 순찰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12]. 임승현(2019)의 연구에서도 가상·증강현실시스템

은 부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큰 효과 있

으면 비 연고 지역에서 근무하는 대원의 경우 사고현

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소방용 어

플리케이션 및 네비게이션 개발 보급방안을 언급하였

다[32]. 한기흥(2010)의 연구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향상을 위해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방안으로

안전사고 유형 및 대응방법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률

을 높이고, 소방안전관리자의 한정된 교육에서 벗어나

시나리오 훈련 프로그램 실시를 요구하였다[20]. 최진

규(2010)의 연구에서도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의 업무인 수행이 중요하므로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

안전교육․훈련,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취

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형식적인 업무를 탈피하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을 두고 상주근무

체제로 취약시간에도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소방안전

관리체계 확보를 제안하였다[17].

이상의 연구문제에서 가설의 검증에 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연구문제2 에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가 화재대응 간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이 빠를수록, 예방안전지도

점검이 많을수록 화재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기관이 상시 순찰 출동

이 교통 혼잡지역 등 초기 진압에 가능한 소형펌프

차를 보급이 되어 있는 소방관서일수록 화재대응도 높

고, 예방안전지도 점검이 많은 소방관서 일수록 관할

아파트에도 화재에 대한 대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백진우(2020)의 연구에서도 119안전센터 생활안

전대 소방시설 비화재보 출동에 대하여 소방시설별 비

화재보 빈도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수신기 및 감지기

에 의한 발생률이 높았으며. 온도 및 습도에 의한 감지

기 비화재보가 많은 것으로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습도실험)의 강화를 언

급하였다[33]. 문현주(2019)의 연구에서 안전예방지도

에 의한 소방관서의 점검으로 특정대상물에 설치된 소

방시설이 항상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률을 높이고 화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대피를 유도하여 화재

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안전예방지도에

점검방안을 제시하였다[13].

이상의 연구문제에서 가설의 검증에 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연구문제3에서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

안전지도 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에 관리주

체의 자체점검은 매개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관계기관

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점검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고,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 점검이 화재대응 간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영향일 때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승현(2019)의 연구에서는 소

방차 출동 장애지역을 해소하고, 소방출동로 홍보를

언급하였다[32]. 문현주(2019)의 연구에서는 예방안전

지도로 소방시설물의 위법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여 화

재예방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서

합동점검이나 특별점검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언급하였

다[13]. 따라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

지도가 소방대상물에 대한 출동시간이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과 재산의 손실

을 최소화 높고,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에 소화전함의

소화용수나 소방차 주차금지 내 관리 연결송수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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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화재진압에 소화활동이 높을수록 화재대응에도 자

체점검 간에 유의수준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Ⅵ. 결 론

이 연구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안전예방

지도가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에 관리주체의 자체

점검의 매개효과에 대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특히, 공동주택 소방시설의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안전예방지도로 관리주체의 자체점

검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협력하여 공동주택의 화재대

응의 인과관계의 분석은 필요한 것으로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β .071 p< .001)

예방안전지도(β .064 p< .001) 모두 자체점검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이 빠를수록,

아파트에 대한 예방안전 지도점검조사가 많을수록 관

리주체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의 역량도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면에 관계기관의 상시출동

이 지연되거나 예방안전지도가 적을수록 소방안전관리

자의 자체점검역량 수준도 낮아져 큰 화재로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 대해 관계기관의 지도 감독 강화가 교육과

훈련으로 연결되어 역량이 향상되고 아파트 거주자의

화재로 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필요하

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먼저, 관계기관의 아파트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특별조사, 다음으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상시 순찰 출동 및 소형펌프차

의 보급으로 신속하게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초기에 화

재를 진압하는 상황적 요인에 맞는 관리시스템의 체계,

마지막으로, 점검과 업무의 역량을 높일, 소방안전관리

자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격상시키고 이론과

실무경력을 보완한 자격제도의 개정을 제안한다.

둘째,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β=. 099 p< .01)

예방안전지도(β= .034, p< .01)가 화재대응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고 유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기관의 상시

순찰 출동이 빠를수록, 아파트에 대한 예방안전 지도

점검조사가 많을수록 화재대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관

리주체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 역량 수준도 높

아 지는 것으로 긍정적 영향으로 보인다. 이는 아파트

소방대상물에 대한 관계기관의 예방안전지도 점검조사

가 많을수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의 역량도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으

로, 먼저, 관계기관의 주도로 관할지역의 아파트 소방

시설점검조사, 실무경력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

임하는 관련법 개정, 관리주체의 관리소장을 보조 소

방안전관리자로 등록하거나 이들에 대한 한국소방안전

원에서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 실습형 교육을 제안한다.

셋째, 상시순찰 출동(β= . 057 p< .01) 예방안전지

도(β= . 014, p< .01) 자체점검(β= . 08 p< .01)이 화재

대응에 대하여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유의 수준

은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자체

점검이 화재대응에 대하여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

안전지도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체점검은 매개효과 1단계에서 관계기관

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가 자체점검에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3단계에서는 관계

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에 자체점검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관계기관

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는 화재대응 간에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이 빠를수록, 아파트 소방

대상물에 대한 예방안전 지도점검조사가 많을수록, 관

리주체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 역량이 높아 지

는 것으로화재대응도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즉 관계

기관과 아파트 관리주체의 소방안전관리자와 긴밀한

협력과 점검이 이루어 질 때,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이

양호하거나 예방지도가 긍정적일 때 화재대응도 높아

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관계기관과 아파트 소방시설의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에 의한 비화재보에 대한 관계인과의 합동점검,

소방용품 개발, 소방계획서를 활성화하여 합동 소방훈

련 현장참여 소방서장의 확인감독으로 긴밀한 협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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