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1)

2014년 세월호 침몰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학교안

전에 대한 의식의 취약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에 대한 대책

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1), 

국민의 안전의식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과 교육으로 

인해 습관화되지 않고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와 화재 등을 예방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향상과 안전생활의 습관화가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소방관련법에서는 소방안

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화재 등 재

난발생시 초기대응체계 구성, 운영, 교육 및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

1)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현황은 2018년 122,570건, 2017년 116,684건, 2016년 116,077건, 2015년 

120,123건, 2014년 116,52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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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교 안전관리자의 인식이 학교안전의 전이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학교 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이의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는 

내용만족도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강사만족도, 환경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만족도와 학교안전 전이의도의 관계의 매개효과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of a school safety education program by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cognition of school safety on the school safety transfer intention and their mediating effects. In summary, the satisfaction 

with the contents was represented as a variable with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transfer intention followed in order by 

satisfaction with the instructor and satisfaction with the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satisfaction with the teaching 

method was not significant. In addition, the general cognition on school safety education showed that it has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with the school administrator safety education and the school safety 

transf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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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학교 안전관리자의 중요

성과 그 역할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 안전에 대한 의사소

통, 신뢰관계 그리고 안전행동은 그 관리자가 속한 조직의 

안전풍토, 안전절차, 안전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1), 보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관리자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과 소방청에서는 학교관리자의 

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목표

로 학교안전에 대한 총괄책임자인 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과

정을 개발하여 2015년 3회 시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6

년부터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단을 비롯 전국 각 지

방소방학교에서 약 4,200여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였

고, 본격 시행 2년차인 2017년에 동일한 과정을 진행하면

서 그동안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차원의 분석은 있었

으나, 실증적인 자료를 통한 교육과정의 효과성에 대한 검

증연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Choi(2)가 관리자의 지원 행동을 통해서 구성원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듯이 학교관리자의 안전관

리 능력 향상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즉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이 관리자의 교육훈련 전이

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 전이를 평가하는 실제적 상황에서 

교육훈련 전이의 구체적인 측정 방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 통제가 매우 어렵

다고 할 수 있다(3).

Foxon(4), Clemenz(5), Machin과 Fogarty(6) 등 연구자들이 정

의한 전이시작 전 단계로서의 전이의도, 전이가 발생하기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 전이관련 행동을 시작하는 선행지

표로 정의되는 전이의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면, 현실적

으로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목표에 

부합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의 목표에 적합

한 학교관리자 교육의 전이의도 검증을 통해 교육과정을 

보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전제로 한다. 또한 관리자

로서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이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학교 안전교육 프로그램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만족도는 학교안전의 전이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은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만족

도와 학교안전 전이의도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2. 학교안전의 이론적 배경

2.1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만족도와 학교안전 인식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은 2016년에서야 본격 시행되어 현

재까지 깊이 있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관리자 안전교육 만족도와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없고 다만 유사한 선행연

구를 통해 그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Kim(7)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 인식과 만족도 조사”에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

도와 만족도 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밝히

고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생기면 만족도에도 영

향을 주며 만족도 중에서도 인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생기면 실질적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따라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사와 학부모의 연수활동 등을 통하여 인식도

를 높이면 개정된 법과 실제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Kim(8)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전문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

을수록 직무만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im(9)은 “평생교육실무자의 직무역량인식 및 직무교육과 

직무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직무역량 인식과 직무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직무역량 중 기획과 분석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게 나왔고, 직무역량 분

석에 대한 인식이 높고 직무교육 환경이 양호할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인식의 정도와 만족

도와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안전에 대한 인식이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전과 교육 후의 

변화관계를 확인하고 그 인식의 정도가 학교관리자 안전교

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2.2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만족도와 학교안전 전이의도

본 연구에서 전이의도는 전이실행 전 단계로서 어떠한 

학습 결과를 실행하기 위한 개인의 의도로 정의된다고 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언급한 전이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자

들 Foxon(4), Clemenz(5), Smith 등(10), Park과 Kim(11), Song(3)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전이의도와 전이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전이의도에 따라 전이효과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관리자 안전교

육 만족도와 학교안전 전이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가 전이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그 결과 만족도와 전이의도와의 관계

를 정의하고자 한다.

Han과 Jo(12)는 “공무원 국외교육프로그램 연수에서 학습

만족도가 직무효능감 및 직무몰입 변화를 매개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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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학습만족도는 교육

훈련 전이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Lee 등(13)은 

“기업 이러닝에서 학습전이 관련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에 대한 연구에서 기업 이러닝 학습자의 자기조절학

습 능력, 자기효능감, 과제가치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만족도는 학습전이에 매개효과가 존재한 것으로 확

인 하였다.

전이의도는 전이효과학습자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는 만족도가 전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전통적인 학습 환경을 대상으로 다수 보고 되어 왔다. 

Trefz(14)는 교육훈련에 큰 만족을 보인 학습자들이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보다 자신의 실제 업무수행에 교육훈련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Faerman과 Ban(15)은 학습에 대한 반응과 전이성과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하여 감독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감독자 약 13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감

독자의 반응과 전이성과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

혀냈다. Al-ammar(16)의 연구에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

한 참가자들의 반응이 교육훈련의 직무에 대한 전이와 유의

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Park(18)은 “국가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훈련만족도와 훈련 

전이효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훈련환경, 훈련시설, 

훈련장비 등 프로그램 관련 하위 요인들은 훈련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훈련 만족도는 훈련 전이효

과에 높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과를 검증하였다. 

Lee(19)는 “대학원 물류교육의 학습전이 요인과 만족도에 대

한 연구”에서 학습만족도는 학습전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학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전이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습만족도를 높이는 변인들

을 고려함으로서 학습전이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학습 또는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전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만족도를 독립

변수로 학교안전 전이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그 관계

를 규명하고자 한다.

2.3 학교안전 인식과 전이의도

교육훈련에 따른 학습 전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최

근 언급되고 있는 것이 조직환경에 대한 것이다. Hong(20)은 

“사회적 지원인식이 교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훈련 대상자들의 높은 조직지원 인식이 교

육훈련 전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시 말

하면 교육훈련 후 교육훈련 대상자가 회사가 지원하는 것

을 강하게 인식 할수록 교육훈련에서 배운 내용을 현업에 

잘 적용 시킨다는 것이다. Baldwin과 Ford(21)는 상사의 지원

이 학습전이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Neo(22)

는 학습내용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동

료와 상급자로부터의 피드백(Feedback)이 학습전이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Yoo(23)는 “카지노종사원의 교육

훈련특성이 전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조

직상황적 특성, 즉 상사와 동료의 지원과 지속적 조직분위

기는 전이성과에 직접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동료나 상사의 지원 즉 

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여부가 학습전이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조직의 분위기도 학습전이 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전

이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관리자 본인의 인식이 

본인의 전이의도 또는 전이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상

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대상은 학교 관리자 특히 교장

과 교감의 직위에 있는 관리자이므로 동료와 상사의 지원

이 미치기 어렵고, 본 연구의 대상인 관리자의 역할에 따라

서 학교의 교육 성과가 달라진다는 점(24)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학교안전에 대한 일반적인식, 

학교 안전교육의 필요성 인식, 학교관리자의 안전교육에서

의 역할 인식으로 구성된 관리자 인식여부가 전이의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학교관리자의 안전교육 실시 전 학교관리자의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이 교육 실시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연구하여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효과를 추론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학교

관리자 안전교육의 만족도가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이 학교

안전 전이의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함께 조사

하여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유추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문제 1. “학교관리자 안전

교육 만족도는 학교안전의 전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연구문제 2.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은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만족도와 학교안전 전이의도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를 가

지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아래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도를 제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2 변수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

뢰 있는 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를 기

초로 하였다.

3.2.1 매개변수

학교안전 교육 인식과 관련된 변수는 선행연구와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관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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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관리자로서 느끼는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필요성 인식, 

그리고 학교관리자의 역할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학

교 안전교육의 일반적 인식은 교육 전 평소 학교에서 시행

되는 안전교육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과 연구의 대상이 되

는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수료 후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인

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 전 조사와 교육 후 조사

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전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설정된 가설과 관련 매개변수는 교육 실시 후 조사된 

변수를 사용한다.

3.2.2 독립변수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만족도에 대한 구성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교육내용에 관한 만족도 

5문항, 교육방법에 관한 만족도 5문항, 강사의 전문성에 관

한 만족도 6문항, 교육환경에 관한 만족도 5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내용에 부

합하게 일부를 변형하여 교육학 교수와 전문가로부터 검토

를 받아 재구성하였다.

3.2.3 종속변수

학교관리자의 안전교육 인식과 학교관리자 소방안전교

육 만족도가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본 

연구에서 전이의도에 대한 평가 문항은 Machin과 Fogarty(6) 

전이실행 의도 11개 문항을 참조하여 설문을 구성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이 학교관리자이므로 11개 문항 중 1번과 2

번문항은 연구 특성상 본 연구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구

성하였다.

3.3 가설설정

본 연구는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만족도와 학교 안전교

육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이 학교안전의 전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관리자들의 전이의도

는 학교안전 전이효과로 나타나고 결국은 학교안전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에서 주요변인 중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환경은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고, 아울러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은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매개효과가 존재한

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만

족도와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의 영역에 해당하는 각

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가설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가설 1-1>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에서 교육내용의 만족

도는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에서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에서 교수 전문성에 대

한 만족도는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에서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만족도와 학교안전 전이

의도의 관계의 매개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만족도와 학교안전 전이

의도의 관계의 매개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에 대한 관리자의 역할 

인식은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만족도와 학교안

Figure 1. Framework of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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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이의도의 관계의 매개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조사설계

본 연구의 대상은 학교관리자로서 소방청에서 시행하는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에 참여한 교장과 교감 총 240명을 선

정하였다. 선정대상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한 학교관

리자 안전교육 참여자 120명, 중앙소방학교에서 시행한 학

교관리자 안전교육 참여자 80명, 충청소방학교에서 시행한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참여자 40명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220명(91.7%)이나, 5명의 설문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

어 최종 215부를 표본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설문 회수 방

법은 직접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교육 실시 전 평소 받았던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조사를 설문을 통해 실시하고, 교육 

종료 후 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만족

도 그리고 전이의도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20.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 전 학교 안전교육의 일반적 인식과 교육 후

의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변수 별 인식 변화를 

검증하기 위한 대응표본 t-검정분석과 문항 별 기술적 통계

분석방법인 빈도분석을 통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여 분석하였다.

둘째.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만족도가 학교안전 전이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셋째,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32)의 방법을 이용 3단계 

회귀분석을 통하여 상호연관성을 파악하였다.

4. 연구의 결과 분석

4.1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변인별 대응표본 t-검정 결과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입교

를 중심으로 입교 전과 입교 후의 인식 변화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001),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필요성 인식 그리고 학교관

리자의 역할 인식의 3가지 요인에서 다소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Table 2 참조). 이러한 검증 결과를 통해 평

소 학교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

였으며,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은 다

양한 내용과 체험위주의 실습교육으로 그 효과성이 입증됨

을 확인할 수 있다.

4.2 전이의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만족도가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구성된 내용의 

만족도, 교육방법의 만족도,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만족

도 그리고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4가지 변인별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다른 변수와 완전한 선형함수가 

되면 다중공선성과 관련된다. 독립변수 사이에 다중공선성

이 존재 한다면 독립변수 간에 연관성이 지나치게 높아 종

속변수를 설명하는 개별 변수의 해석이 모호해 지며 회귀

계수(β)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일반적으로 다

중공선성을 진단하는 요인으로는 분산팽창인자(VIF)를 확

인하는데 10을 넘어서거나 분산허용치(혹은 공차)가 0.1이

하인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분산

허용치가 보통 1에 근접하면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33).

Table 2에서 분산허용치와 분산팽창인자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더욱 정

Domain Variables Measuring tools

School Manager Safety 

Education Awareness

(Intervening Variable)

Awareness of Safety Education Park, et al. (2013)(25), Kim (2017)(26)

Recognizing the Need for Safety Education
Choi and Jun (2011)(27), 

Kim (2016)(9), Kim (2010)(7)

Recognize the Role of School Administrator
Lee (2016)(1), Kim (2007)(8), Kim (2010)(7), 

Kim (2016)(28)

School Manager Safety 

Education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Education Content

Caffarella (1991)(29), Ruben (1995)(30), 

Kwon et al. (2002)(31)

Education Method

Instructor’s Expertise

Educational Environment

Independent Variable School Safety on Transfer Intention Machin and Fogarty (2004)(6), Song (2017)(3)

Table 1. Previous Studies Used in Constructing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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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판단을 위해서 회귀모형의 타당성을 검정한다. 타당

성 검정은 F값으로 판단하는데, 이 값이 클수록 설명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선 회귀

모형의 결정계수(R2)는 회귀분석이 종속변수를 잘 설명하

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는 R2 = 0.626로 전

체 분산 중에서 약 62.6%를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수정된 R2값은 독립변수의 수와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

여 수정된 값으로 R2 = 0.619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를 비교하면 전이의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는 내용만족도로서 베타(β) = 

523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강사만족도, 환경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

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도(p) 0.05보다 큰 0.575로 나

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상수는 0.898, 독립변수인 내용만족도에 해당하는 

계수는 0.414, 강사만족도에 해당하는 계수는 0.342, 환경만

족도에 해당하는 계수는 0.099이므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B0 + B1X1 +B2X2 + B3X3 + .....BnXn

만족도 = 0.898 + 0.414(내용만족) + 0.342(강사만족) + 

0.099(환경만족)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 1. 학교관리자 안전교

육 만족도는 학교안전의 전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Table 4 참조). 독립변수의 요인은 

교육내용의 만족도, 교육방법의 만족도, 강사의 전문성에 

관한 만족도, 교육환경의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첫째, 교육내용에 관한 만족도의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유의도가 0.05보다 낮고, 베타(β) = 0.523으로 나타나 

Variables Classification M SD t P

Recognition of School Safety Education

Before 

Education
4.200 0.589

7.961 0.000

After Education 4.574 0.393

Recognizing the Need for School Safety Education

Before 

Education
4.617 0.470

5.398 0.000

After Education 4.812 0.306

Recognize the Role of School Administrator

Before 

Education
4.618 0.506

4.205 0.000

After Education 4.793 0.384

Table 2. Analysis of Perceptions of Safety Education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Dependent 
Variables

B Std. Error β Tolerance VIF

Constant 0.898 0.268  3.353 0.001

Transfer 
Intention

Content Satisfaction 0.414 0.058 0.523 7.094 0.000 0.327 3.054

Method Satisfaction -0.041 0.074 -0.046 -0.561 0.575 0.260 3.848

Instructor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0.342 0.091 0.268 3.749 0.000 0.348 2.874

Environmental Satisfaction 0.099 0.045 0.135 2.186 0.030 0.466 2.145

R2 = 0.626    Adjusted R2 = 0.619    F = 87.762    P = 0.000    Durbin-Watson = 2.186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chool Teachers Safety Education Satisfaction

Hypothesis β p Adoption Relative Weight

Content Satisfaction 0.523 0.000 ○ 1

Method Satisfaction -0.046 0.575 × -

Instructor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0.268 0.000 ○ 2

Environmental Satisfaction 0.135 0.030 ○ 3

Table 4. Hypothesis Test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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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전이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이는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커리큘럼 구성이 소방활

동 즉 화재, 구조, 구급에만 편중된 것이 아니라, 교통 및 

수난안전 등 다양한 생활안전 내용까지 포괄하여 구성하였

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설 1-1>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에서 교육내용의 만족도는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채택되었다.

둘째, 교육방법에 관한 만족도의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한 결과, 유의도가 0.05보다 높아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2> “학

교관리자 안전교육에서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안

전 전이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셋째, 강사 전문성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한 결과, 유의

도가 0.05보다 낮고, 베타(β) = 0.268로 나타나 학교안전 전

이의도에 교육내용 다음으로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이는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단의 강사들이 화재, 

구조 및 구급 자격을 소지한 전문강사로 각종 재난현장에

서 습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였고, 또한 최근 생활안

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면서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특화

된 교육 내용과 기술을 교육함으로서 관리자들의 관심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설 1-3>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에서 교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안전 전이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은 채택되었다.

넷째, 교육환경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유의도가 0.05보

다 낮고, 베타(β) = 0.135로 나타나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단의 안전교육 시설이 체험위주의 현장교육으

로 특화되어 보다 쉽게 안전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또한 교육시설들이 집약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과정

별 이동이 용이하여 전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가설 1-4>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에서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연구문제 1.과 관

련된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Table 4과 같다.

4.3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 2>로 제시된 “학교관리자 안전교

육 만족도와 학교안전 전이의도에서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

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32)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변수로 설정된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은 3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으나, 요인분석결과 학

교안전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필요

성 및 관리자 역할 인식(필요성 및 역할인식)의 2가지 하위

변인으로 재구성하여 매개효과를 각각 검증하였다.

먼저 1단계는 독립변인인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만족

도가 종속변인인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

증한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인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를 검증한다. 마지막

으로 3단계는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을 모두 회귀분

석식에 투입하여 매개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을 분석

하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변화 여부를 

검증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매개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네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t)가 유의해야 한다.

②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관계(a)가 유의해야 한다.

③ 매개변인와 종속변인의 관계(b)가 유의해야 한다.

④ 매개변인인 추가된 모형에서의 독립변인 효과(c)가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에서의 독립변인 효과(t)보다 

작아야 한다. 즉, c < t이어야 한다.

4.3.1 학교안전에 대한 일반적인식의 매개효과

<가설 2-1>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학교

관리자 안전교육의 만족도와 학교안전 전이의도의 관계의 

매개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

여 Baron과 Kenny(32)의 3단계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5와 같다. 우선 1단계로 독립변인의 하위변인 중 교

육내용의 만족도(β = 0.523, p < 0.05)와 강사의 전문성 만

족도(β = 0.268, p < 0.05) 그리고 교육환경 만족도(β = 

0.135, p < 0.05) 변인이 종속변인인 전이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만

족도 하위변인 중 교육내용 만족도(β = 0.417, p < 0.05)와 

강사의 전문성 만족도(β = 0.279, p < 0.05) 변인이 매개변

인인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

변인이 동시에 투입된 3단계 검증에서 모형1과 모형2의 분

석된 β값을 비교하면 교육내용 만족도(모형1 β = 0.534 〉

모형2β = 0.427)와 강사전문성 만족도(모형1 β = 0.321 〉

모형2β = 0.254)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

교안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1단계 분석에서   = 0.626, F = 87.762***로 확인되

어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만족도의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대한 

설명력이 62.6%이고 회귀식은 유의수준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함이 입증되었다. 2단계에서 
  = 0.449, F = 

42.866***로 분석되어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만족도가 학교

안전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44.9%이고 회

귀식의 유의성도 p < 0.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마지막 3

단계 모형1에서   = 0.617, F = 170.708*** 모형2에서   

= 0.648, F = 129.750***으로 분석되었으며 유의수준 p < 

0.001 수준에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변인별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위해 공차한계(Tolerance)

와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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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이 낮을수록 공차한계(Tolerance)

는 높게 나타나며 최대값은 1이다. Table 5의 공차한계값을 

살펴보면 공차한계의 최대값이 0.554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값의 역수인 VIF값 역시 10

보다 매우 작게 나타나 변인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4.3.2 안전교육 필요성 및 관리자 역할 인식에 대한 매개효과

<가설 2-2>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필요성  및 관리자 역

할인식은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만족도와 학교안전 전이

의도의 관계의 매개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6과 같다. 우선 1단계로 독립변인

의 하위변인 중 교육내용의 만족도(β = 0.523, p < 0.05)와 

강사의 전문성 만족도(β = 0.268, p < 0.05) 그리고 교육환

경 만족도(β = 0.135, p < 0.05) 변인이 종속변인인 전이의

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만

족도 하위변인 중 교육내용 만족도(β = 0.383, p < 0.001)와 

강사의 전문성 만족도(β = 0.405, p < 0.001) 변인이 매개변

인인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필요성 및 관리자 역할 인식

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투입된 3단계 검증에서 모

형1과 모형2의 분석된 β값을 비교하면 교육내용 만족도(모

형1 β = 0.534〉모형2 β = 0.447)와 강사전문성 만족도(모

형1 β = 0.321〉모형2β = 0.231)로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필요성 및 관리자 역

할 인식”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1단계 분석에서
  = 0.626, F = 0.87.762***로 확인

되어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만족도의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대한 설명력이 62.6%이고 회귀식은 유의수준 p < 0.05 수

준에서 유의미함이 입증되었다. 2단계에서   = 0.543, F = 

62.427***로 분석되어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만족도가 학교

안전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54.3%이고 회귀

식의 유의성도 p < 0.001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마지막 3단계 

모형1에서   = 0.617, F = 170.708*** 모형2에서   = 0.634, 

F = 129.486***으로 분석되었으며 유의수준 p < 0.001 수준

에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변인별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위해 공차한계(Tolerance)

와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

다.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이 낮을수록 공차한계(Tolerance)

는 높게 나타나며 최대값은 1이다. Table 6의 공차한계값을 

보면 공차한계의 최대값이 .554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값의 역수인 VIF값 역시 10보다 

매우 작게 나타나 변인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2와 관련된 <가설 2-1> “학교 안전교육

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만족도와 

학교안전 전이의도의 관계의 매개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유의미한 결과 도출로 채택 되었으며, 또

한 <가설 2-2>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필요성 및 관리자 역

Analysis 

Step
Independent Variables β Sig. Tolerance VIF 

(adj) F
Dependent 

Variable

Step 1

School 

Manager 

Safety 

Education 

Satisfaction

Contents 0.523 0.000 0.327 3.054

0.626 87.762***
Transfer 

Intention

Method -0.046 0.575 0.260 3.848

Instructor 0.268 0.000 0.348 2.874

Environment 0.135 0.030 0.466 2.145

Step 2

School 

Manager 

Safety 

Education 

Satisfaction

Contents 0.417 0.000 0.327 3.054

0.449 42.866***
General 

Recognition

Method 0.079 0.433 0.260 3.848

Instructor 0.279 0.002 0.348 2.874

Environment -0.052 0.485 0.466 2.145

Step 3

Model 1
Contents 0.534 0.000 0.554 2.165

0.617 170.708***

Transfer 

Intention

Instructor 0.321 0.000 0.554 1.949

Model 2

Contents 0.427 0.000 0.462 2.165

0.648 129.750***
Instructor 0.254 0.000 0.513 1.949

General 

recognition
0.239 0.000 0.553 1.808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Administrator Safety Education Satisfaction and the School 
Safety Transf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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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인식은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만족도와 학교안전 전이

의도의 관계의 매개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도 

역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채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 검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학교 관리자로서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관리자의 역할(34)에 비추어 볼 때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서 매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소방

학교 및 중앙119구조단 등에서 실시하는 학교관리자 안전

교육이 학교관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능하

게 하는지를 설문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리자 

대부분이 교육 전과 후의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필요성 및 관리자 역할 인식의 변화는 매우 긍

적적이었으나,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지역안전문화 정착과 

관련된 인식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이는 학교관리자 안전

교육의 목표와 실제 교육의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어 관

리자로서 지역안전문화 정착과 관련된 내용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후 교육에서는 이러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커리큘럼을 좀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

를 들면 안전관련기관인 적십자, 지역보건소 등의 업무 담

당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안전사고관련 정책과 다른 기관과

의 업무연계성 등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의 만족도는 학교안전 전이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내용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검증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학교관리자

의 교육내용은 소방안전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생활안전

을 포함하여 편성하여 관리자들의 관심과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켰으며, 현직 소방관으로 경험이 풍부한 강사와 다

양한 체험시설을 갖춘 교육환경은 관리자들로 하여금 학교 

안전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만족도와 관련

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관리자에 대한 교육방법은 체험위주의 실습형 교육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진행하였으나 이는 관리자들의 연령대

가 50대 이상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전이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이는 안전

관리자의 역할 인식에서 좀 더 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교

육 여건이 주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교육방법에 대한 개선

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관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

론과 실무 또는 체험교육의 비율을 조절한다면 교육 방법 

역시 학교안전 전이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된다.

Analysis 

Step
Independent Variables β Sig. Tolerance VIF 

  (adj) F
Dependent 

Variables

Step 1

School 

Manager 

Safety 

Education 

Satisfaction

Contents 0.523 0.000 0.327 3.054

0.626 87.762*** Transfer 

Intention

Method -0.046 0.575 0.260 3.848

Instructor 0.268 0.000 0.348 2.874

Environment 0.135 0.030 0.466 2.145

Step 2

School 

Manager 

Safety 

Education 

Satisfaction

Contents 0.383 0.000 0.327 3.054

0.543 62.427***

Necessity 

and Role 

Recognition

Method 0.035 0.699 0.260 3.848

Instructor 0.405 0.000 0.348 2.874

Environment -0.019 0.784 0.466 2.145

Step 3

Model 1
Contents 0.534 0.000 0.554 2.165

0.617 170.708***

Transfer 

Intention

Instructor 0.321 0.000 0.554 1.949

Model 2

Contents 0.447 0.000 0.465 2.151

0.634 124.486***Instructor 0.231 0.000 0.460 2.172

Necessity and 

Role Recognition
0.220 0.000 0.457 2.187

Table 6. Mediating Effect of General Awareness on School Safe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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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은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만족도와 학교안전 전이의도의 관계에서 매개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결과를 살

펴보면, Baron과 Kenny(32)에 의해 제시된 3단계 매개효과 

검증 결과, 우선 학교관리자 안전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

은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만족도 변인 중 교육내용과 강사

의 전문성이 학교안전 전이의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존

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필요성 

및 관리자 역할 인식도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변인 중 교육

내용과 강사의 전문성과 학교안전 전이의도의 관계에서 매

개효과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

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안전교육에 대한 기존의 인

식, 교육 과정 중에 인식을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이 그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관리자 안전교육과

정을 설계할 때 관리자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의 요소와 그 과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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