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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특별조사·소방안전관리의 다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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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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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방식과 소방시설의 점검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예방활동, 소방안전관리의 다변량분석에

대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의 중요성 측면에서 집단 간의 비교분석은 필

요한 것으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시설점검에 따라서 예방활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점검능력이 우수하고, 국가 화재안전기준 및 점검표에 따라 적합한 점검

을 할수록 화재예방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관리방식에 따라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관리방식이 건축물 규모, 층수에 관계없이 관리주체의 운영메뉴얼, 관리집행이 조

직구성별로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할수록 화재안전특별조사에도 만족하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예방활동이 소

방시설점검과 관리방식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점검능력이 우수하

고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점검을 할수록 화재예방도 높고 아파트 관리방식이 건축물 규모, 층수에 관계없

이 관리주체의 운영메뉴얼, 관리집행이 조직구성별로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할수록 화재예방에도 만족하는 것

으로 보여준다.

주요어 : 공동주택관리방식, 소방시설의 점검, 예방활동, 화재안전특별조사, 소방안전관리

Abstract This study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with multivariate analysis of fire prevention activities, 
special investigations of fire safety, and fire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management method of 
apartment houses and the inspec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fire prevention activities according to the quality of inspec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This means that fire prevention is high if the fire safety manager's ability to inspect 
firefighting facilities is excellent and the fire safety inspection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fire 
safety standards and checklist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ire safety special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management method of the apartment buildings. The manual operated by the management 
entity and the management entity's management and execution help the organization members to expedite work. 
This expedition of work creates a high possiblity to get a good evaluation from the special investigation of fire 
safety. Third, analysis of fire prevention activities showed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the inspec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and the management method of apartment buildings. The analysis shows that that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fire prevention and both the fire safety manager’s ability to inspect 
firefighting facilities and the degree to which the inspection is conducted to meet national fire safety standards. 
Key words :
 

 Apartment building management method, Firefighting facility inspection, Fire prevention activities, 
Special fire safety investigation, Fire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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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는 1960년부터 서양식 주택이

선보이며 다량으로 건설되었으며 국가경제의 고도성장

과 경제발전으로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주택수요가 증

가하여 도시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심

층화에 따른 각종 화재발생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 시 예측하기 어려운 잠재 화재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화재안전성능의 관리체계

정책방안 제시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아파트는 건

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설비 등의 공용부 일부를 공

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

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일반 단독주

택과 비교하면 편리성, 경제성, 쾌적성 등이 있지만 고

층화와 인구 밀도가 높아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화재발생 요인이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하게 되

며 그에 따라 화재발생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의 예방과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가 요구되고, 의무화 시설인 경랑칸막

이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화재 시 현관이 아닌

이웃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비상탈출구다. 경

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으

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의무 설치해야

한다. 경량칸막이는 계단식의 경우 옆집과 닿는 부분

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설

치가 되어 있다. 경량칸막이는 약 9mm가량의 석고보

드 재질 등으로 만들어져 성인은 물론 어린이도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위급한 상황에 유용하다. 발코니 확장

시에는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2005년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 발코니 확장형 구조

라면 발코니 대피공간이 있다. 화재 시 대피목적으로

만들어진 내화성능이 확보된 작은 공간으로써 1시간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1]. 또한 2013년 12월 부산

화명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가족 4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경량 칸막이가 설치

되어 있었지만 집주인은 이 사실을 몰라 다른 쪽 베란

다로 피신하여 탈출하지 못했던 것이다[2]. 김경협(부

천원미갑) 의원은 아파트 화재대피 실효성 강화방안에

서 아파트 거주자의 75.8%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대피

시설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이

와 관련하여 소방관서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거주

민들에 대하여 화재 시 경량칸막이 활용방법, 비상탈

출·대피요령,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 사용법, 화재

시 초동대처 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을 배포해야 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대피 공간 및 피난시설의 평상시 인지도와

비상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도면과 사용방법 등

의 내용을 담은 ‘화재안전정보 표지’를 현관문 안쪽과

해당시설에 부착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해야한다”고 개

선방안을 언급하였다[3]. 그러나 법으로 정한 소방시설

을 설치한다 해도 일단 화재 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한다면 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일상으로 사용하는 편익시설과는 달리 소방시설은 평

소에는 그 기능의 이상 유· 무를 쉽게 발견할 수가 없

으므로 꾸준한 점검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 해야 화

재 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

련법규가 현재 소방산업의 발전에 비하여 민감도가 따

라가지 못하는 소방안전관리체계의 한계성이 나타나는

추세이다. 가령 기후 변화로 지진발생에 대한 대처나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의 보편성이 아쉽고 내진설계

시공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우

수한 화재안전성능 확보 유도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화재피해의 최소화와 예방 극대화를 위한 소방시설의

품질과 성능향상의 요구와 함께, 현행 공동주택의 법

적 소방검사제도의 공영제도를 통한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다양한 시스템에

서 관리방식, 소방시설점검자의 결정요인들과 화재예

방, 화재안전특별조사, 소방안전관리의 집단들 간의 차

이를 비교 분석하고 화재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관리방식의 하위요인과 소방시설점검자

의 하위 요인들이 화재대응에 설명하기 힘든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화재예방, 화재안전특별

조사, 소방안전관리가 관계인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로부터 얻은

결정요인들과 화재예방, 화재안전특별조사, 소방안전관

리에 따른 다변량분산 분석을 집단 간의 차이점과 비

교분석을 작성하고자 한다.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방식

및 소방시설점검자의 점검방법에 따라 화재예방, 화

재안전특별조사, 소방안전관리에 어떠한 집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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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해하는데 관리적, 기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공동주택의 개념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

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이중 공동주택이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

택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정의하고 있

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

택,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

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

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이상인 것을 정의한다[4].

2. 공동주택관리의 형태

입주자들이 당해 공동주택의 공유부분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

주택을 자치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요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일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여

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과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임명하며 자치관리 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의결기관으로서의 입주

자대표회의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자치관리 기구는 구별

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

을 겸임할 수 없다[5].

2.2 위탁관리

위탁관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국가로부

터 면허를 받아 설립된 관리전문회사가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

의 1 이상의 제안,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위탁관리를 결정하고 공동주택관리 전문 업체에

관리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

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그 3분의2 이상

의 찬성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주택관

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업자로 선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그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공

동주택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주택관리업체는 주택

법 과 주택법시행령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5].

3.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 관련법규

3.1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및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상 업무를 유지

하기 위해 관할소방서에 선임되어 소방안전에 대한 업

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소방계획

서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

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하여야 한다[6].

3.2 자체점검

자체점검제도는 소방대상물을 규모와 설비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대상으로는 작동기능점검은 연면적 400㎡ 이상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고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되고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실시한다. 아파트의 자체점

검은 연 면적이 5,000㎡이상이고 물 분무 등 소화설비

를 갖추고 있다 해도 층수가 16층 이상이 아니면 종합

정밀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15층 이하 아파트는 작동

기능점검을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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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동기능점검은 방수

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

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작동기능

점검표의 항목에 따라 점검한다. 종합정밀점검은 소방

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

사·소방기술사가 점검하며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인력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평가

기관에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점검결과 보

고서에 소방시설 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

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

3.3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화재안전특별조사는 2018. 7월부터 ～ 2019. 12월

화재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우선

으로 약 44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 재난관리기금 예산

을 투입하여 다중이용시설 등 55만 4천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그중 1단계 조사로 약 6개월 동안 (2018.

7월～2018. 12월) 약 172,000개동을 우선 조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7].

Ⅲ. 선행연구 분석 및 가설설정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활동 ․ 화재안전특별조사

․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선행연구들에 대해서 살

표보면, 다음과 같다. 김종식(2012)은 화재예방은 발코

니 쌍방향 피난개념의 대피공간등의 설치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발코니설치관련법령을 강화해 어느건축물

이나 발코니를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8]. 권미진

(2013)은 소방안전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성확

보를 위한 양벌규정을 적용, 안전의식을 고취, 소방안

전관리자 법적 책임 완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강화

및 상시근무체제를 유지 근무공백을 없애는방안을 언

급하였다[6]. 한종우(2013)는 소방안전관리는 소방관서

의 화재대응방안 초고층건축물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최적의 매뉴얼을 작성

하여 일선 소방19안전센터에까지 보급되어야 함을 언

급 하였다[9]. 유승환(2014)은 화재예방은 대피공간으

로의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화재경보를 인지 후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명확한 장소를 제안하며,

현 공동주택 거실에 설치 제외된 비상조명등을 설치하

여 피난동선을 확보하고.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차열성

이 있는 갑종방화문 이상으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였다[10]. 최진규(2015)는 소방안전관리는 강습

교육이수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관리

업등의 점검대행업체에서 실무경력을 필요하고, 소방

계획서작성 소방안전교육․훈련소방․방화시설의 유

지관리와 화기취급감독등 소방안전관리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상주근무체제로 운영방안을 설명하였다[11].

김두환(2017)은 소방특별검사는 소방검사의 민간위탁

은 국민의 권리및 의무에 대하여 행정규제 사무, 점검

비용이 최소, 소방안전 점검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 사

후 서비스도 책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등급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비용저감 방안을 제안하

였다[12]. 하길수(2017)는 소방특별조사는 빅데이터를

통한 소방특별조사 신뢰성 확보, 각 대상물의 위험 등

급을 매기고 등급이 높은 대상물 위주로 조사를 대상

선정에 따른 객관적 근거마련과 함께 화재취약 대상에

대해 안전조치 조절가능성을 언급하였다[13]. 한기흥

(2017)은 소방안전관리는 화재발생에 대한 위험성은

상황변화를 예측하기는 무척 어렵다. 화재 발생원인과

발생패턴을 분석, 빅데이터 및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

방안을 설명하였다[14]. 문현주(2019)은 화재안전특별

조사는 부실점검 방지와 점검에 대한 신뢰도향상, 전

문화된 기술인력 강화방안 모색과 관리업체 상호간 과

다 경쟁체제를 방지 할 수 있는 관리업체의 등급별 구

분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7]. 박시현 (2020)은 화

재예방은 소방자체점검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방법을 제도화하여 조치명령 이행을 설명하였다

[15]. 이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방식과 소방시설의

점검자의 점검능력에 따른 화재예방활동, 화재안전특

별조사, 소방안전관리와 집단 간의 어떤한 차이를 가

지고 있는가를 다변량 분산분석을 통하여, 탐색적 연

구를 하고자 한다. 관리방식과 소방시설 점검자가 화

재대응 간의 각 하위요인 항목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에 어떠한 집단 간의 차이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방식에 따른 화재예방활

동, 화재안전특별조사 ,소방안전관리와 소방시설의 점

검자의 점검능력에 따른 화재예방활동, 화재안전특별

조사, 소방안전관리와 집단 간의 어떤한 차이를 가지

고 있는가를 알아보았으며, 다변량 분석을 통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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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효과가 유의 수준에서 유의 한 차이를 분석하여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면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공동주택 소방시설의 점검(소방안전관

리자,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공무원)에 따라 화재대응

(화재안전특별조사, 예방활동, 소방안전관리)은 유의미

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 공동주택 관리방식(자치관리, 위탁관

리)에 따라 화재대응(화재안전특별조사,예방활동,소방

안전관리)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3 : 화재대응(화재안전특별조사, 예방활동,

소방안전관리)에 대해서 소방시설의 점검(소방안전관

리자,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공무원)과 관리방식(자

치관리, 위탁관리) 간에는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보일 것인가?

Ⅳ.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대상

이 연구는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교육 만족도가 화

재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방계획서의 활용

성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경남․부산․대구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 내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상시거주자, 근무 인원과 방문자 등에

직접 방문하여 관리사무소 내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

하도록 하였다. 일부는 구글 설문, 팩스, e-mail 배포

후 수집하였다. 350명에게 배포하여 334부를 회수하였

으며 2번에 걸쳐 설문지를 분석하였고 질의내용과 관

련이 없는 설문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

로 설문지 320부를 최종 대상자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타당성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성별, 관

리방식, 소방시설점검자, 소방안전관자 경력, 화재안전

특별조사 소방공무원 계급, 소방시설관리업 업무 경력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1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계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진압대책을 위한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에서 한기흥(2017)[14] 이 사용한 도구를 이 연

구에 맞게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하위요인으로는 소방

업무능력(6문항), 업무환경개선(5문항) 총 11문항을 축

조하여 3문항으로 구상하여 4점 리커트형(1=‘전혀 그

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소방안전관리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

구에서 Cronbach’s alpha =.718로 나타났다.

2.2 화재안전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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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현주(2017)[7]의 사용한 도구를 이 연구에 맞게 사용

하였다. 구체적인 하위 요인으로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인지여부, 사명감(2문항), 만족도, 체크리스트(2문항),

개선, 확대필요성(5문항) 총9문항을 축조하여 3문항으

로 구상하여 4점 리커트형(1=‘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화

재안전특별조사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747로 나타났다.

2.3 화재예방활동

화재와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

방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에서 유승환(2014)[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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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활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767로 나타났다.

2.4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의 영역별 문항을 정리한 연구 도구의 구성

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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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내용 설문문항 신뢰도
인지

내용
선행연구

소방안전

관리

2-1 소방업무에 만족도를 느낀다고 생각한다. 1 .720

화재안

전특별

조사,관

리방식

한기홍

(14)

(2017)

2-2 관할소방서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해 관심이 있다. 1 .712

2-3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 시행한다. 1 .715

Sub total 3 .718

화재안전

특별조사

3-1 화재안전특별조사가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향상에 도움이

된다
1 .717

문현주

(7)

(2019)

3-2 화재안전특별조사자와소방시설관리업체와점검부분에서전문

성에 차이가 있다
1 .704

3-3 화재안전특별조사점검대상중민간자체점검영역을확대가필

요하다.
1 .711

Sub total 3 .747

화재

예방활동

4-1 경량칸막이와대피공간은화재시인명피해방지에효과적이다 1 .802

유승환

(10)

(2014)

4-2 아파트에 있는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에 대해 알고 있다. 1 .738

4-3 발코니 확장 시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등의 의무설치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1 .734

4-4 화재피해 저감방법으로 피난공간 경량칸막이 사용방법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714

4-5 소방시설배연설비는법규를준수하여설치되어있다고생각한

다
1 .814

Sub total 5 .767

표 1. 연구도구의 구성 현황

Table 1. Composition and status of research tools

3. 분석방법

통계프로그램은 IB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사회과학 분야의 자료 분석을 위한 컴

퓨터 프로그램 모음집으로 출발하여, 1975년 SPSS 매

뉴얼이 발간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초창

기에 시카고 대학의 여론조사센터에서 일하면서 설문

조사, 시장조사 등의 표본조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SPSS를 개발하였다. 그러다가 1975년에 SPSS

Release 7, 8, 9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SPSS는 한 단계

더 좋은 통계패키지로 발전하였다. 현재는 의학, 실험,

품질관리 등 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WIN 25

프로그램이 최신 버전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 버전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

율을 산출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설문문항의 측

정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Cronbach'sα)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관리방식, 소

방시설점검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화재특별조사,

화재예방활동에 대해서 상관관계분석으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지 분석하였다. 넷째, 관리방식, 소방시설점검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화재특별조사, 화재예방활동에 대

해서 변수가 3개 이상으로 다변량분산 분석으로 집단

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Ⅴ. 연구결과 및 논의

1. 기초통계량 분석

연구 대상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총

응답자는 320명 이었다. Table 2은 전체 연구대상 집

단을 성별, 관리방식, 소방시설점검방법, 소방안전관리

경력, 화재안전특별조사자 계급으로 구분하여 기술통

계 빈도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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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N %

성별
남 199 62.2

여 121 37.8

관리방식
자치관리 155 48.4

위탁관리 165 51.6

소방시설점검방법

소방안전관리자 111 34.7

소방시설관리업체 133 41.6

소방공무원 76 23.8

소방안전관리경력

1년미만 19 5.9

1년이상-3년미만 194 60.6

3년이상-5년미만 41 12.8

5년이상 66 20.6

화재안전특별조사계급

소방사 75 23.4

소방교 73 22.8

소방장 51 15.9

소방위이상 121 37.8

소방시설관리경력

1년미만 64 20

1년이상-3년미만 103 32.18

3년이상-5년미만 101 31.6

5년이상 52 16.22

의 성별은 남성이 199명(62.24%), 여성이 121명

(37.8%)로 나타났으며, 관리방식에서 자치관리 155명

(48.4%,) 위탁관리 165명(51.6%) 적절하게 분포하였다.

소방시설점검자에서는 소방시설관리업체는 133명

(41.6%), 소방공무원 76명(23.8%), 소방안전관리자 111

명(34.7%)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관리경력에서는 ,

1년 이상 3년 미만이 194명(60.6%), 5년 이상 66명

(20.6%), 3년 이상 5년 미만 41명(12.8%), 1년 미만이

19명(5.9%)순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특별조사자의 계

급에서는 소방위 이상 121명(37.8%), 소방사 75명

(23.4%), 소방교 73명(22.8%), 소방장 51명(15.9%) 순

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관리경력에서는 3년 이상 5년

미만 101명(31.6%), 1년 이상 3년 미만 103명(21.18%),

1년 미만 64명 (20%), 5년 이상 52명(16.22%)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기초통계량분석

Table 2.Basic statistics analysis of the research subjects       
N=320

2. 공동주택 관리방식과 소방시설점검에 따른 화재

안전특별조사, 예방활동, 소방안전관리 요인(다변량분

산분석)

화재대응 요인인 화재안전특별조사, 예방활동, 소방안

전관리에 대한 소방시설점검과 아파트 관리방식 각 각의

주요 효과를 소방시설점검과 아파트 관리방식 간 상호작

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NOVA)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소방시설점검에 따라서 예방활동(F=

2.179, p< .002)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소방시설점검이 양호하거나, 점검수준이 높

을 때 예방활동 수준도 높아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므로 아파트 소방시설 점검에 소방 설계도서, 소방 설

치 계획표, 작동, 종합점검표 교안에 따라 소방시설의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의 질 향상을 높여 화

재 예방활동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경력이 5년이상, 소방시설관

리업체의 경력이 5년이상, 소방공무원의 계급이 높을

수록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능력이 높고 전문성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화재예방활동에도 효과적으로 대처 할

필요가 있다. 유승환(2014) [10]은 경량칸막이는 인접

세대 간에 상호관리 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즉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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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경량칸막이를 공용용도로 관리토록

개선방안을 언급하였다. 이철구,김종대,임태순(2015)[16]

은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발코니를 통해 이

웃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 경량칸막이

에 대해서는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매우 높게 나

타났으며, 그 존재를 알더라도 발코니에 놓여 있는 물

건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워 경량칸막이의 유용성을 확

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방안을 언급하였다. 정재현

(2014)[17]은 화재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코니 부분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

고 거실 등으로 개조할 경우는 최소한 50㎝이상 돌출

된 보호벽을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관계자의 소방안전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실무안전교육을 이수, 소방안전관

리자의 전문성, 독립성 및 권한개선을 위하여 겸직금

지, 자격강화, 상시근무 체제로 구축할 필요성을 언급

하였다. 박시현(2020)[15]은 자체점검 담당자의 전문능

력을 강화해야 한다. 예방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외

부기관에 위탁하여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업무

능력향상을 위해 예방 전문기관 및 소방관련 대학(대

학원)의 위탁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채원

(2015)[18]은 경계구역이 세대별로 구분되지 않아 거주

자가 화재를 비화재보로 생각하거나 인지가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화재발생과 위치를 알리는 경보음을 보

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이 사람의 음성으

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사항을

정리하면, 소방시설점검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화재예방을 위한 아파트 세대내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에 대한 사용방법을 홍보하고 물건을 적재하

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식에 관한 교육과 세대 내에도

소방시설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

다. 다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소방안전관리에

지식이 부족한 전기자격증과 기타자격증으로도 선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 자격자를 선임하

도록 하고 겸업을 금지하여 전문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는 비화재보에 대한 대책

이 부족하고 다양한 소방용품 시설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재발생에 경

계구역과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 중계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에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방식에 따라서 화재안전특별조사(F= 2.659,

p< .013)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아파트 관리방식이 건축물 규모, 층수에 관계없이,

관리주체의 운영메뉴얼, 관리집행이 조직구성별로 신속

한 업무 수행률이 높고,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관리가 높

을수록 화재안전특별조사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 관리방식에 따라 소방시설 점

검에 대응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자치관리는 소방

시설에 신속한 업무능력과 직원들의 이직률이 적어 업

무경력이 높고, 위탁관리는 1~2년마다 계약갱신으로 이

직률이 높아 업무능력과 경력이 짧아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소방시설관리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권미진(2013)[6].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강화와

복수로 선임하여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소

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의 근무 공백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박억조

(2019)[19]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시설점검 공영제

를 실시하여 현재 기술력보다 가격에 맞추어져 있는

점검 계약변수를 점검기술력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점검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단과 소외계층에 집중,

사회 안전보장과 형평성의 향상, 예방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박시현(2020)[15]은 소방공무원의 예방

전문교육기관 신설과 소방관서에 소방시설 실습장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특별조사요원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 교육에 특화된 전문교육기관과

지역별로 소방관서에 소방시설 실습장의 설치가 필요

하다. 박선영(2010)[20]은 화재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검

사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소방서 단위의 합동안전

검사에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효과적인 합

동 안전검사를 위해 법 규정을 두어 소방청 주도로 실

질적인 합동 안전검사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관리방식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소방대상물의 책임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법적기준을 강화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강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방안전

관리자의 선임 시 실무경력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로 선임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주도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합동 안전검사를

시행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강력한 벌금

을 부과하는 등 소방시설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예방활동이 소방시설점검과 관리방식 간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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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소방시설점검 소방안전관리 0.405 2 0.202 0.560 0.572

화재안전특별조사 1.018 2 0.509 0.919 0.400

예방활동 5.716 2 2.853 2.179* 0.002

관리방식 소방안전관리 0.978 1 0.973 1.706 0.101

화재안전특별조사 3.137 1 3.137 2.659* 0.013

예방활동 1.075 1 1.075 2.323 0.123

소방시설점검&

관리방식
소방안전관리 0.269 2 0.134 2.372 0.690

화재안전특별조사 1.679 2 0.840 3.515 0.222

예방활동 4.097 2 2.049 4.429* 0.012

오차 소방안전관리 113.478 314 0.361

화재안전특별조사 174.069 314 0.554

예방활동 145.249 314 0.463

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F= 4.429, p< .012). 이

는 아파트 소방시설 점검에 소방 설계도서, 소방 설치

계획표, 작동, 종합점검표 교안에 따라 소방시설의 오

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의 질이 높고, 아파트 관

리방식이 관리주체의 운영, 관리집행이 신속하고 효율,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관리가 높을수록 화재 예방활동

이 증가됨에 따라, 화재안전특별조사에도 긍정적인 영

향으로 화재대응에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공무원

들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능력이 향상되고 전문성을

키울수록 화재예방활동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

고, 관리방식에 상관없이 관리주체의 운영메뉴얼, 신속

한 관리집행이 이루지고, 직원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이직률이 감소되어 직장에 대한 책임감으로 업무경력

이 높아지게 해 화재예방활동 향상방안이 필요하다.

정종진, 홍아름, 이채원, 손봉세(2014)[21]는 화재가 발

생하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상시 감지기 점검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격

점검기능이 있는 내장형 무선 원격화재감지기와 기존

공동주택에 설치된 감지시스템의 경보장치는 경계 구

역별로 설정되어 있어서 방화관리자가 화재발생 지점

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발화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감지기별로 주소

를 부여한 감지기 개발방안을 언급하였다. 구재현

(2010)[22]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취약요인을 화재안

전의식과 환경 취약요인 건축물ㆍ소방시설의 관리 취

약요인을 분석한 결과, 안전시스템, 소방시설, 건축물

안전, 일반안전 분야의 4개 평가분야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평가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소방

시설점검과 관리방식 간에 예방활동 향상을 위해 먼저,

비 화재 관련하여 화재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

록 감지기별로 주소 및 음성을 나타내도록 하여 쉽게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방용품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매뉴얼, 체크리스트

를 작성을 시행하여 경력이 부족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관할 소방서에 작동기능,

종합점검 시에 함께 제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분석

결과는 <Table 3>와 같다.

표 3. 공동주택 관리방식와 소방시설점검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예방활동,소방안전관리 요인 추정 평균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average values estimated for factors related to management of apartment buildings, fire safety special

investigations, fire prevention activities, and fire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inspec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N=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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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공동주택 소방시설점검에 따른 화재예방활동의

추정 평균비교

앞서 대응별 비교에서 소방시설점검의 주 효과는

화재예방활동(p< .002)에 대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본페로니의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

면, 화재예방활동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공무원, 소방

시설관리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성 검증결과 화재

예방활동은,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관리업체와 소

방공무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관리업체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유의미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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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관리방식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화재안전특별조사 자치관리 155 2.912 0.062

위탁관리 165 2.709 0.059

변수 소방시설점검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소방안전관리자 111 2.794b 0.065

화재예방활동 소방시설관리업체 133 2.498a 0.059

소방공무원 76 2.547ab 0.078

를 보였다. 소방공무원은 소방안전관리자와 통계적으

로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화재예방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이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

공무원의 점검보다 점검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크게 나

타나므로 공동주택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복

지나 급여 등 업무개선이 높을수록 화재예방활동도 높

다고 할 수 있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강화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표 4. 공동주택 소방시설점검에 따른 화재예방활동의 추정 평균비교

Table 4. Comparison of average values estimated for fire prevention activities according to the inspec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in apartment buildings

N=320

Bonferroni: a<b

2.2 공동주택 관리방식에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추정

평균비교

관리방식의 주 효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변수가 화재안전특별조사이므로 위탁관리보다 자

치관리가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한 평가가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근무유형인 관리방식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p< .018)에 차이가 유의수준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점검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방식이 자치관리가 위탁방식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관리주체의 운영, 관리집

행이 신속하고 효율이 높을수록 화재안전특별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

러 위탁관리에서는 자치관리방식의 신속하고, 사명감

있는 관리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표 5. 공동주택 관리방식에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추정 평균비교

Table 5. Comparison of average values estimated for special fire safety investigations in management methods of apartment

buildings

Bonferroni: a<b

2.3 공동주택 관리방식과 소방시설점검에 따른 화재

예방활동의 추정 평균비교

공동주택 자치방식과 위탁방식을 분리한 상태에서

소방시설점검자 별 화재예방활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

과, 화재예방활동은 자치방식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와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관리업체보다 더 높게 나타

난 반면, 위탁방식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시설관리

업체가 소방공무원보다 높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치방식은 소방시설점검에 따

라 화재예방활동에 차이가 보이는 반면에 위탁방식은

소방시설점검에 따라 화재예방활동에 별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방시설점검자에 따른 화

재예방활동의 차이가 관리방식에 의해 더 커지는 상호

작용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Table

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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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관리방식 소방시설점검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자치관리 소방안전관리자 56 2.884b 0.091

예방활동 소방시설관리업체 64 2.406a 0.085

소방공무원 35 2.729b 0.115

위탁관리 소방안전관리자 55 2.705b 0.082

소방시설관리업체 69 2.591b 0.076

소방공무원 41 2.366a 0.106

Table 6 공동주택 소방시설점검에 따른 화재예방활동의 추정 평균비교

Table 6. Comparison of average values estimated for fire prevention activities according to the inspec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in apartment buildings

Bonferroni: a<b

2.4 화재예방활동에 대한 소방시설점검과 관리방식

의 상호작용 효과 그래프

상호작용 그래프를 종속변수별로 표현하여 상호작

용에 유의미한 변수인 화재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위탁방식은 소방공무원이 비교적 낮고 자치방식

은 소방시설 점검별 변화 폭이 위탁방식에 비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두 변수를 수평축 변수

(소방시설점검자)와 선 구분 변수(관리방식)로 설정해

서 화재예방활동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낼 경우 그래프

의 기울기 차이가 크면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크지 않으면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관리방식의 그래

프의 기울기 차이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는

<Figure 1>과 같다.

그림 1. 화재예방활동에 대한 소방시설점검과 공동주택 관리방식의 상호작용 효과

Figure 1. Correlation between the inspec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and the management method of apartment buildings about fire

prevention activities

2.5 가설검정

연구문제 1에서 소방시설점검에 따라 예방활동(F=

2.179, p< .002)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방시설점검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화재예방활동과

소방시설점검자의 점검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에서 관리방식에 따라서 화재안전특별조

사(F= 2.659, p< .013)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방식인 자치방식과 위탁방식의

관리운영방식과 집행이 소방시설의 점검에 대해 화재

안전특별조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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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 -

연구문제 3에서 예방활동이 소방시설점검과 관리

방식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F= 4.429,

p< .012). 따라서 소방시설점검과 관리방식 간의 관계

에서 화재예방활동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소방시설점검에 따라 화재예방활동의 차이는 소방

시설에 대한 점검자의 업무능력이 떨어지면 화재예방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한기흥(2010)[14]의

연구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향상을 위해 안전교

육 프로그램의 강화 방안으로 안전사고 유형 및 대응

방법 분석 DB를 구축하고 화재 예방대응 시나리오 훈

련 프로그램 실시를 언급하였다. 최진규(2010)[11]의

연구에서도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과리자의 소방계획

서 작성, 소방안전교육․훈련, 소방․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와 화기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높이

기 위해서는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을 두

고 상주근무체제로 취약시간에도 업무의 공백이 없도

록 소방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제안하였다. 관리방식에

따라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차이는 자치관리는 소방시설

에 신속한 업무능력과 직원들의 이직률이 적어 업무경

력이 높을 때 화재안전특별조사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남률(2008)[23] 연구에서 관리 전반적 만족

도에 대해서도 자치관리 아파트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소방시설점검, 업무수행 등 모든

부분에서 자치관리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화

재안전특별조사에도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다. 정찬국

(2010)[24]의 연구에서도 자치관리 일수록 주민들과 관

리주체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소방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주민들은 관리직원

들의 기술능력을 인정하고 신뢰와 만족감이 높은 것으

로 쾌적한 환경과 경제가치, 환경조성으로 화재안전특

별조사에도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현주

(2019)[7]의 연구에서도 화재안전 특별조사와 자체점검

은 특정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항상 정상 작동상

태를 유지토록 하여 화재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

명대피를 유도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방지에

주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같다 할 것이다. 예방활동이

소방시설점검과 관리방식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

과는 자치관리 방식일 때 소방안전관리자는 더 적극적

으로 소방시설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한 직장에 장

기간 근무하는 환경조성과 입주민들의 기술력 인정과

신뢰성이 쌓일수록 경력도 높아져 화재예방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위탁관리집단과의 차이가 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점검

능력이 우수하고 자치관리방식일 때 이직률이 떨어지

고 업무경력이 높아질수록 화재예방활동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유의수준에서도 나타났다.

Ⅵ. 결 론

이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방식과 소방시설의 점검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예방활동, 소방안전관리의 다

변량분석에 대해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특히, 공동주택 소방시설의 소방안전관리

의 중요성 측면에서 집단 간의 비교분석은 필요한 것

으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시설점검에

따라서 예방활동(F= 2.179, p< .002)이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소

방시설점검능력이 우수하고,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적

합한 점검을 할수록 화재예방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아파트 세대

내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에 대한 사용방법을 홍보하

고 물건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식에 관한 교

육과 세대 내에도 소방시설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소방안전관리에 지식이 부족한 전기자격증과 기타자격

증으로도 선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

자격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겸업을 금지하여 전문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는 비화재

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다양한 소방시설이 정지

되어 있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

재발생에 경계구역과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 중계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에 대책을 제안하였다.

둘째, 관리방식에 따라서 화재안전특별조사(F=

2.659, p< .013)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아파트 관리방식이 건축물 규모, 층수에 관

계없이, 관리주체의 운영메뉴얼, 관리집행이 조직구성

별로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할수록 화재안전특별조사

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준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으

로 소방대상물에 책임제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법적 기준을 강화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만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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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자격기준강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방안전

관리자의 선임 시 실무경력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로 선임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주도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합동 안전검사를

시행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강력한 벌

금을 부과하는 등 소방시설안전관리 강화를 제안하였

다.

셋째, 예방활동이 소방시설점검과 관리방식 간에 유

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F= 4.429, p< .012). 이

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점검능력이 우수하고,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점검을 할수록 화재예방

도 높고, 아파트 관리방식이 건축물 규모, 층수에 관계

없이, 관리주체의 운영메뉴얼, 관리집행이 조직구성별

로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할수록 화재예방에도 만족

하는 것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소방시설점검과 관리방식 간에 예방활동 향상을 위해

먼저, 비 화재 관련하여 화재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감지기별로 주소 부여와 음성을 나타내도록 하

여 쉽게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방용품 개발이 필

요하다. 다음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매뉴얼, 체

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경력이 부족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관할 소방서에 작동기능,

종합점검 시에 함께 제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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