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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에서는 119구 원의 행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 통제가 안 의도와 안 행동에 한 구조

계모형검증을규명하기 하여서울, 인천, 강원, 구, 충남, 경북, 부산에거주하고있는소방공무원 119구 원으로

활동하는남녀 373명 상으로조사하 다. 수집된자료처리는Windows용 SPSS 2.1과 Amos 16.0을사용하여빈도분석, 신

뢰도분석, 상 계를 실시하 고, 가설검정을 해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실시하 다. 모든 통계분석은유의수 p<.05

로 설정하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 원의행 태도가안 의도와안 행동에미치는 향을검증한결과행 태도가안 의도와안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2, p<.001). 둘째, ‘구 원의 주 규범이 안 의도와 안 행동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결과주 규범이안 의도와안 행동에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t=.27, p<.001). 셋째, ‘구 원의지각

된행 통제는안 의도와 안 행동에미치는 향을검증한결과 지각된행 통제가 안 의도와 안 행동에 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t=.28, p<.001). 넷째,  ‘구 원의안 의도는안 행동에미치는 향을검증한결과안 의도가

안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9, p<.001).  

Abstract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was to verify a model for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the behavioral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f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to their safety 

attitude and safety behavior. A survey was conducted on 373 male and female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ho were working as fire-fighting officers in Seoul, Inheon, Gangwon Province, Daegu, South Chungcheong Province,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Busan.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SPSS 20.0 and AMOS 16.0.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behavioral attitude of the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as found to have affected and safety behavior(t=.32, p<.001). Second, the subjective norm of the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as found to have exerted an influence on their safety attitude and safety behavior(t=.27, p<.001). 

Third th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f the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as found to have influenced their 

safety attitude and safety behavior(t=.28, p<.001). Fourth, the safety attitude of the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as found to have had an impact on their safety behavior(t=.39, p<.001). 

Keywords :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Behavioral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afety Intention, 

Safety Behavior, Subjective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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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오늘날 자연 재난 인 재난 장에 우선 으로

투입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소방방재청 통계

에 따르면 화재발생 건수는 42,135건, 구 이송건수

1,631,724건, 구조 처리건수는 51,050건으로 2013년 화

재발생 건수 400,089건에비해 각각 2.8%, 7.8% 증가하

고, 구조 처리건수는 2013년 비 7배 감소하 다[1].

소방 장활동은 과거부터 재까지 기본업무로 해왔

던 구 , 화재, 구조 등의 직무와 홍수, 태풍 등 자연

재해 그리고 유형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 재난

의 긴 구조 복구 등 소방 활동 역은 갈수록 역량

범 가 커짐에 따라 안 사고 발생 요인 한 증가한다. 

따라서 장 활동 소방공무원의 안 사고에 따른 순

직⦁공상자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이다[2].

안 사고의 발생은 기지 못한 어느 상황에서든 발

생할수 있으며, 소방공무원 구 원 한, 장출동

시 안 사고와 련 험에 노출되어있어 매해 매체를

통해 사건⦁사고로 다루어지고 있다. 2016년 부산 을숙

도 교 교통사고에출동한구 원이 교통처리 에 차

에 치여 사고를당하는 것을 비롯하여 교통사고수습

발생하는 2차 안 사고가 최근 3년간 연평균 503건 발

생해 평균 33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

따라서 구 원 스스로 안 에 하여 그 책임을 인

지하고 극 으로 안 교육에 참여하고 각종 재난사고

장에서의 험요인 한 소홀함 없이 다루어져야 한

다.

개인 차원에서 안 문제에 있어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는합리

이고 계획된 행 가 필요로 하게 되어 안 에 해 체계

으로 근하기 시작했다.  계획행동이론은 특정 행동

의도를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 통제 등의 3개

요인으로부터 측함으로[4], 외부 향력을 측정하여 행

동의도의 측과[5] 실제행동의 측에 있어서 우수한

이론이다[6]. 

계획행동이론에서 태도는 특정 행동태도를 의미한다

[7]. 즉, 행동 태도로[8] 특정 행동에 의해 나타날 수 있

는 결과와 그결과에 해 자신이 부여하는가치의 함수

계이다[9]. 즉, 태도는 자신의 반 인 행동에 한

자신의 평가이며 자신이 수행할 행동에 하여 가지는

호의 는 비호의 반응이다[8]. 주 규범은 극히

주 인것으로기 이되는 거집단의 믿음을 고려하

여 측정된다[10]. 즉, 가족, 친구 등과 같이 내 주변에서

향력을 발휘하는 집단들이 자신의 특정 행동에 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개념으로[7], 

이는 나와 련된 사람들의 향력 정도이며 행동을 결

정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느끼는 사회 압력이다[11]. 

지각된 행 통제는 실제행동 수행을 하는 것을 개인이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12],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아니면 어려

운지에 한 주 단 정도이다[11]. 즉, 지각된 행

통제는 특정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지각된 용

이성 는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한다[13]. 

인간의 사고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

과 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행동유무를 결

정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획된 행 이론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14]. 계획된 행 이론

은 미래에 특정한 상황에 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의미하며 이러한 계획된 행 는 개인의 경험과 노출된

자극요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행동으로 반드

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매우 높은 개인 의지, 신념이라 할 수 있다. 

사고는 인 요인(human factor), 물 요인

(mechanical factor), 환경 요인(environmental factor)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15]. 사고발생은 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의 험 요인에 한 연구

가 필요하며, 이를 방할 수 있는 교육에 한 비가

필요하다.

119구 원 한 장에서 많은 험상황에 빈번히

노출되며, 신체 ⦁정신 피해를 입게 된다. 안 행동

을 비롯하여 많은 행동들은자신의 행 를 다 통제할 수

없어 합리 행 이론에 지각된 행 통제변수를 포함

하여 계획된 행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이

하 TPB)이 등장하게 되었다. 안 문제에 있어 바람직

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

키기 해서는 119구 원들에게 안 과 련된 원인

에 하여 개인 , 조직 차원에서의 근이 필요하다. 

안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개인의 문제와 조직의

문제가 함께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지 까지

는 이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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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19구 원들의 행동에 한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계획된 행동 이론(TPB 

이론)을 바탕으로 구 원의 행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 통제요인이 안 의도와 안 행동에 미치

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119구 원을 상으로 계획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구 원의 행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 통제가 안 의도와 안 행동에 한 구조 계

모형 검증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목 에 따라 연구모

형은 Fig. 1과 같으며, 구체 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

다. 

Fig. 1. Research model 

가설1 : 119구 원의 행 태도는 안 의도, 안

행동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 119구 원의 주 규범은 안 의도, 안

행동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 119구 원의 지각된 행 통제는 안 의

도, 안 행동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 119구 원의 안 의도는 안 행동에

향을 미칠 것이다.

2. 연

2.1 연 대상  표집

본 연구의 상은 서울, 인천, 강원, 구, 충남, 경북, 

부산에 시⦁도에 소재하는 소방공무원 119구 원을

모집단으로선정하여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총 393명을 상으로 2017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하 으며, 그 획일 응답 등 불성실하

게 응답한 자료로 단되거나조사내용의 일부가 락된

20명을 제외한 373명을 이 연구의 상으로 사용하 다. 

설문지의 작성은 먼 연구의 목 과 설문작성 시의 유

의 을 인식시키고 119구 원의 행 태도, 주 규

범 지각된 행 통제가 안 의도와 안 행동에 한

답변을 솔직하게 답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자기

평가기입식(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실시하 다. 

2.2 측정도

본 연구의 목 을 규명하기 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는 설문지이다.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이미 설문지의 신뢰도와타당도검증을실

시하여 사용했던 도구 가운데본 연구의 변인에 맞게 구

성하 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 특성, 행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 통제, 안 의도, 안 행동으로

구성하 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Variable Number

Behavioral Attitude 8

Subjective Norm 4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5

Safety Intention 3

Safety Behavior 6

General Characteristics 6

Total 32

2.3 측정도  탐색적 분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의 도구를 연구

목 에맞추어연구자가설문지의 구성과 변수의 조작

정의에 한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검증받기 하

여 소방공무원 공무원 5명, 교수 2명의 문가회의를 통

해서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한, 구성타당도

(construct validity)를 확보하기 하여 119구 원의

행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 통제가 안 의도

와 안 행동 변인에 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 분석은 요인추출모델로 주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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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 으며, 직각회

방식 베리멕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이때 요인 재치가 0.5 이상인 문항들을 심으로

선택하 다.

2.3.1 행  태도

행 태도는 119구 원들의개인이 특정행 를 수

행하는 것에 안 수칙을 지켜 안 하게 하는 것에 한

정 는 부정 평가의 정도를 측정하기 한 문항

으로 박종희[14]이가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119구 원의 행 태도에

한 평가 차원에서 5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하

으며 8개 문항의 수가 높을수록 안 행동에 한 태

도가 정 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850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2.3.2 주 적 규

주 규범은 119구 원들의 행 의 수행여부에

있어서 느끼는 사회 압력을 개인이 자각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한 문항으로 Ajzen[16]이 개발한 측정도구

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 에 맞는 변인들로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 다. 119구 원의 주 규범에 한

평가 차원에서 5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하 으

며 4개문항의 수가높을수록안 행동에 한의가가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720으로 나타났다.

2.3.3 지각  행  통제

지각된 행 통제는 119구 원들의 개인이특정 행

동을수행하는데 있어서 지각된 난이성의정도를측정하

기 한 문항으로 손병곤, 이병 [11]이 사용한 측정도

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 에 맞는 변인들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119구 원의 지각된 행동 통제

에 한 평가 차원에서 5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

하 으며 5개문항의 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행동 통제

가높다는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척도의 신

뢰도는 Cronbach‘s =.900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2.3.4 안전 도  

안 의도는 119구 원들이 안 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 정도를 측정하기 한 문항으로 박종희[14]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 에 맞는 변인들로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119구 원의 안 의도에

한 평가 차원에서 5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하

으며 3개 문항의 수가높을수록안 의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880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5 안전행동

안 행동은 119구 원들이 실제상황에서 안 수

칙을 지켜 행동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한 문항으로 유

상 [17]이 사용한 연구도구를 본 연구의 목 에 맞는

변인들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말하며, 119구

원의 안 행동에 한 평가 차원에서 5 리커트

(likert) 척도로 구성하 으며, 10개 문항의 수가 높을

수록 안 행동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850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 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용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 은

.05에서 분석하 다. 일반 특성에 하여 빈도와 백분

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설문지의 타당

도와 신뢰도 분석을 한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Cronbach‘s  분석을 이용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고, 행 태도, 주 범규, 주 행

통제, 안 의도, 안 행도에 한 상 계를 실시하

다. 한편, 119구 원의 행 태도, 주 규범, 지각

된 행동 통제, 안 의, 안 행동 간의 인과 계 모형을

검증하기 하여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

하 다. 모든통계분석은유의수 은 p<.05로설정하 다.

3. 연 결과

3.1 연 대상  적 특  

본 연구의 일반 인 특성을 살펴보기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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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earch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Frequency

(n)

Percent

(%)

Gender
Male 302 81.0

Female 108 19.0

Age

20 or less 147 39.4

30’s 167 44.8

40’s 54 14.5

Over 51 5 1.3

Education

High School 21 5.6

College 137 36.7

University 

graduation
196 52.7

Graduate school 

graduation
19 5.1

Current

rank

Fire Fighter 173 46.4

Senior 

Fire Fighter
129 34.6

Fire Sergeant 48 12.9

Fire Lieutenant 23 6.1

Organizati-o

nal unit

Fire 

Department
38 10.2

119 Fire 

Emer-gency Center
288 77.2

119 Rescue 

Center
47 12.6

Years of 

work

5 years under 203 54.4

5 ∼ 10 years 110 29.5

11∼ 15 years 37 9.9

16 ears up 23 6.2

Table 2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구 원들의 373명

성별은 남성 302명(81.0%), 여성 71명(19.0%)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세 이하 147명(39.4%), 31 ∼ 40세

167명(44.8%), 41 ∼ 50세 54명(14.5%), 51세 이상 5명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 21명

(5.6%), 문 졸업 137명(36.7%), 4년제 졸업 196명

(52.5%), 학원 졸업 19명(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 계 은 소방사 173명(46.4%), 소방교 129명

(34.6%), 소방장 48명(12.9%), 소방 23명(6.1%)인 것

으로 나타났다. 조직 단 는 소방본부 38명(10.2%), 119

안 센터 288명(77.2%), 119구조 47명(12.6%)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근무년수 5년 미만 203명(54.4%), 5 ∼

10년 110명(29.5%), 11 ∼ 15년 37명(9.9%), 16년 이상

23명(6.2%)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척도  술통계 

본 연구는 119구 원들에게 향을 미치는 변인인

행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안 의도, 

안 행동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Table 3과 같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scale

Variable M SD

Behavioral Attitude 51.76 3.89

Subjective Norm 26.20 1.75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27.66 4.36

Safety Intention 19.34 2.13

Safety Behavior 39.12 5.03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척도에 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행 태도 51.76, 주 규범 26.20, 지각된

행동 통제 27.66, 안 행동 39.12, 안 의도 19.34로 나

타났다. 

3.3 119 대원  행 태도, 주 적 규 , 지

각  행  통제, 안전 도  안전행동  

상 계 

119구 원들에게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이 어

떠한 련성을갖고 있는지를확인하기 하여상 분석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 다. 

행 태도는 주 규범(r=.44, p<.001), 지각된 행

동 통제(r=.24, p<.001),안 의도(r=.25, p<.001), 안

행동(r=.29, p<.001)과 정 상 이 있었다. 주 규범

은 지각된 행동 통제(r=.29, p<.001), 안 의도(r=.19, 

p<.001), 안 행동(r=.25, p<.001)과 정 상 이 있었

다. 지각된 행동 통제는 안 의도(r=.20, p<.001), 안

행동(r=.33, p<.001)과 정 상 이 있었다. 안 의도는

안 행동(r=.18, p<.001)과 정 상 이 있었다.

Table 4. The Correlations of the Behavioral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afety Intention, Safety Behavior

Q1 Q2 Q3l Q4 Q5

Q1 1

Q2 .44*** 1

Q3 .24*** .29*** 1

Q4 .256*** .19*** .20*** 1

Q5 .29*** .25*** .33*** .18*** 1

***p<.001

Q1 : Behavioral Attitude,  Q2 : Subjective Norm

Q3 :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Q4 : Safety Intention,     Q5 : Safety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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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 형  적합도 

본 연구에 한 가설의 검정을 하여 구조방정식 모

형을 이용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형

(Measurement Model)과 이론모형(Structural Model)을

통해서 모형 간의 인과 계를 악하는 방정식 모형의

의미한다. 결론 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은 인과분석을

해서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개선 으로 결합한 형태라

할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의

한 로그램 하나인 AMOS(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를 이용하 으며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Table 5와 같다.

  NFI TLI CFI RMR

291.64*** 114 .916 .928 .946 .065

***p<.001 

Table 5. Model fitting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모형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합도 지수를 산출하 다. 측정모

형의 합도로는 NFI, TLI, CFI, RMR 지수를 심으로

단하 다. 합도 지수는 NFI, TLI, CFI는 .90이상이

면 좋은 합도, RMR는 .05미만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

된다. 

이 기 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지수인 NFI=.916, 

TLI=.928, CFI=.946로 .90 이상으로 나타나 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소간 평균차이 RMR=.065로

나타나 체모형이 비교 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반 으로 이 연구에서 실정한 연구가설과 모형은

실증자료로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가 검  결과

연구 모형이 합하여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여 Fig. 2

Table 6과 같으며,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 원의 행 태도가 안 의도와 안 행동

에 향을 미칠 것이다’ 는 안 의도에는 직 효과(β

=.32, p<.001), 안 행동에는 간 효과(β=.12,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첫

번째 가설은 채택되었다.  

둘째, ‘구 원의 주 규범이 안 의도와 안

행동에 향을 미칠 것이다’ 는 안 의도에는 직 효과

(β=.27, p<.001), 안 행동에는 간 효과(β=.1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

정한 두 번째 가설은 채택되었다. 

셋째, ‘구 원의 지각된 행 통제는 안 의도와

안 행동에 향을 미칠 것이다’ 는 안 의도에는 직

Fig. 2. Hypothetical path model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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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β=.28, p<.0safety Intention01), 안 행동에 간

효과(β=.1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셋 번째 가설은 채택되었다.

넷째, ‘구 원의 안 의도는 안 행동에 향을

미칠 것이다’ 는 안 행동에 직 효과(β=.39,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넷

번째 가설은 채택되었다.

4. 논

본 연구에서는 119구 원의 행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 통제가 안 의도와 안 행동에 한 구

조 계 모형을 규명하여 119구 원들의 극 으

로 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 자료를 마련하는데

목 이 있다. 그 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 원의 행 태도는 안 의도에 정 효과

가 있었다. 행 태도는 행 에 해 직 으로 향을

주지 않고 특정 행 를 하려는 행 의도에 직 인

향을 주기 때문에행 한 태도가 정 일수록 그 행

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커짐을 의미한다. 즉, 안

행 에 한 개인의 생각이 호의 일 경우에 안 행동

을 한 개인의 의도가 커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

구 결과를 보면행 태도는 안 의도에직 향을

미쳤으며, 안 행동에 간 향요인으로작용함으로

써 안 행 태도는 안 의도를 통하여안 행동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Park[14]의 연구에서 치

기공과 학생들을 상으로 한 안 행동과의 련성을

보는 결과에서 행 에 한 태도가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과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 Park[18]의 계획

행동이론을 용하여 장애학생에 한 상호 력행동을

측모형을 구축하는 연구에서, 상호 력행동 태도가 상

호 력행동 의도에 정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

며, Kim[19]의 연구에서 만성 간 질환자의 주행 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획된 행동 이론을

용하여 구조모형을 검증하 는데, 주에 한 태도(β

=.47)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행 에 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다. 이외에 태도와 련되어 Kim[20]의 연구결과에서

도 태도가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 원의 주 규범은 안 의도에 정 효

과가 있었으며, 안 의도를 통하여 안 행동에 향을

매개하 다. 주 규범은 사회 규범으로도 볼 수 있

으며, 이는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 규범에 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결과는안 에 한 행동 인식들이주

변 동료들의 시선과 개입으로 안 의도에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Jeong[21]의손 생에

한 연구에서 손 생에 한 의도가 손 생 행 에 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ae[22]의 연구에

서도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 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

어 볼때, 안 행 에 해 지각된어떠한 부정 인 요인

들을 제거하거나 정 으로 변화시켜안 의도를 높인

다면 안 행 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해

석된다.

험한 장에 투입되는 것은 주변의 동료들로 하여

안 한 행동이 아님을 동료 구 원들의 조언을 통

해 방할 수 있으며, 오랜 근무로 노하우가 많이 쌓인

베테랑 구 원의 경우에도 경험 조언을 통한 신임

구 원들의 안 에 한 생각에 향을 으로써 안

Rout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Behavioral Attitude→ Safety Intention .32*** - .32***

Behavioral Attitude → Safety Behavior - .12** .12*

Subjective Norm → Safety Intention .27*** - .27***

Subjective Norm → Safety Behavior - .11* .11*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Safety Intention .28*** - .28***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Safety Behavior - .11* .11*

Safety Intention → Safety Behavior .39***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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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Results of research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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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행동을 하는데 있

어 주 규범이 결정요인으로서작용하는것은개인이

느끼고 인지하는 사회 압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

의주변에가까이하고있는친구나 동료, 가족들이자신

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 하고 믿으면 그들의

기 에 부응하기 해서 실제 그 행동을 할가능성이 높

아질 수 있다. 그 행동에 한 호의 태도를 가지면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정 인 태도를 보인다

면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9]. 

구 원의직무수행 환경과 활동조건의특수성은 일

반 직무와는 매우 다르며, 이에 맞는 한 안 기 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안 기 의 지역마다 상이한 기

을제시하고있는경우가많아구 원 화재, 구조

원에게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구 원이 직

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물리 험상황에서본인

의 지나친 직업의식이나 사명감으로자신의 험이나 안

의식을 망각하고 활동하는 성향이 있으며, 구 출동

시 교통법규를 반하고 안 벨트를착용하지 않는구

원들이 있다. 이는 안 기 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안 의식이 제 로 자리 잡 있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확실한 업무지침과 교육이 필요하다. 한

재의안 련 제도상의 문제 을명확히 악하여안

기 의 단 기 을 마련함으로써 장실무에 합하며

실효성 있는 안 기 의 체계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구 원의 지각된 행 통제는 안 의도에정

효과가 있었고, 안 의도를 통하여 안 행동을 매개

하 다. 지각된 행 통제는 개인이 특정한 행 를 하는

데 얼마나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 수행의 용이

성 는 어려움에 해 지각하는 믿음의 정도이다[18]. 

Kim[20]는 람스포츠의 소비자의 소비행동을 측

하는 연구에서 지각된 행 통제가 람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Son[23]의 계획 행 이론을

용한 종합병원 간호사의운동의도 련요인을분석한

연구에서 의도의 결정요인으로 지각된 행 통제가운동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하다. 

Hwang[24]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행 통제가 특정

행 를 조 하거나 지하는데 행 를 잘 수행할 수 있

다는지각된자신감이 높을수록 행 의 이행이 증가한다

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쉽거나 어려움을 지각했

을 때, 안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이어질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상자들을 달리하여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각된 행 통제와 의도가 행동에 향을 미쳤다[25]. 

넷째, 구 원의 안 의도는 안 행동에 정 효과

가 있었다. 이는 안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방공무

원의 개인의 의사가 높을수록 안 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의 주된 결정

요인은 행동의도이며, 어떤 행동을 하는데 향을 주는

동기요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성 간 질환자들을 상

으로 주행 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주의도가

주행 (β=.56)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계획된행동 이론에서의의도가행 를 측하는

데 가장 강력한 향요인인 을 뒷받침해주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 다[19]. 한, Lee[26]의 화재

안 교육이 안 행동에 미치는 향연구에서 화재 안

행동 의도(r=.845)가 가장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 행동을 실제로

찰하지 않고 다른 지표를사용하여 측하려고 할 때 가

장 좋은 지표가 의도라고보았는데 결과에 덧붙여 보

았을때 안 행동을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으려면 그런

행동을 할 만한 계획된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안 의도가 선행된다면 직 으로 안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본 연구로서 증명되었다. 

따라서 구 활동 등 여러 장출동상황에서 안 수

칙을 지키고자 하는 구 원 개개인의 의식이 높이 반

이된다면, 안 행동을 하는데있어그 가치가부여되

고 이러한 행동을 하기 한 스스로 안 계획을 수립하

고자 한다면 기치 못한사건 등의 상황에 미리 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의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간격이 좁을수록 행동을 더 잘

측할 수있다. 그만큼변화가능성이있기때문에 안

에 한의식 교육이 주기 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사료

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119구 원의 행 태도, 조직 규범

지각된 행 통제가 안 의도와 안 행동에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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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계 모형 검증을 규명하기 하여 서울, 인천, 강

원, 구, 충남, 경북,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119구 원으로 활동하는 남녀 373명 상으로 조

사하 다. 수집된 자료처리는 Windows용 SPSS 2.1과

Amos 16.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상

계를 실시하 고, 가설 검정을 해 구조방정식 모형분

석을 실시하 다. 모든통계분석은 유의수 p<.05로 설

정하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 원의 행 태도가 안 의도와 안 행

동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행 태도가안 의도

와 안 행동에 향을 미친다.  

둘째, ‘구 원의 주 규범이 안 의도와 안

행동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주 규범이 안

의도와 안 행동에 향을 미친다.  

셋째, ‘구 원의 지각된 행 통제는 안 의도와

안 행동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지각된행 통

제가 안 의도와 안 행동에 향을 미친다. 

넷째,  ‘구 원의 안 의도는 안 행동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안 의도가 안 행동에 향을 미

친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119구 원들의 행동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 통제, 안 의도, 안 행동인 개

인 요인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

책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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