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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입지와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며 그

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낮아지는 출산율과 

고령인구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로 인

한 젊은 층의 대도시 유출은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자족 

도시’ 기능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며 기업을 유치

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를 확보해 정주 환경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저

절로 발길 한다는 것이다1). 최근 가속화되는 지방의 ‘소멸’ 문제가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지방도시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법들이 다각도

로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청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 지방

자치제 실시 이후 청사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민 지원 증진과 관련하

여 확대되는 현대 청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공공청사의 공간구성 

방식 관련 연구[1]와 공공청사의 계획기준에 관한 연구[2] 등 다각적

인 접근이 있지만 이용 만족도와 관련된 일부 국내 연구의 경우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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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청사의 물리적 환경 요소에 관한 연구[3]나 특정 이용 집단의 관

점에 초점[4]을 맞추고 있다. 역할이 다양해지는 현대 청사의 특성상 

그 사용집단이 다수임을 고려하면, 이용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이용

자에 따라 그 관점이 매우 달라 조사의 집단이 하나일 때 그 한계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해왔음에도 불구

하고 각 지역이 가지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달라 도시의 규모(인

구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현재 정책의 적용이 지방도시 내에서의 쇠

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지역의 사회적 환경요인에 대한 변화하는 인식을 파악하고 이

용자 집단에 따른 청사 이용 만족도를 탐색하는 연구는 변화하는 지

방도시에 적합한 공공청사 조성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현대의 공공청사는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에서 탈피하여 지역사

회의 거점 공간으로서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

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 도시 역시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

양한 시설이 복합된 복합청사 형태로 계획되며 사회적 요구에 빠르

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여건이 매우 달라 실제 이용

객들의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할 때 오히려 이용도가 떨어지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지방도시의 공공청사는 지역주민의 이

용에 만족스러운 환경인가?’, 또한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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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시가 처한 사회적 환경에 대

한 인식 양상을 확인하고, 이용 중인 청사 만족도의 환경적 영향요인

을 도출하여 현재 각 지방도시의 청사 환경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지역의 청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량적 평가를 위해 설

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와 강원도 원

주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용자의 관점별 차이를 

보기 위하여 그 대상을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청사를 이용하는 

시(군,구)민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8월 2일

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분석에는 사회 과학용 

통계 패키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tatistics 21을 사용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적 문제들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둘째, ‘각 지

역의 청사 이용 시 방문 행태는 무엇인가?’, 셋째, ‘청사 이용 만족도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은 무엇이며, 이는 전체 이용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가?’를 순차적으로 조사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지방도시의 쇠퇴환경

지방중소도시에서 생산가능인구와 유소년인 인구는 최근 10년

간 전국 생산가능인구가 3.9% 증가하는 동안 지방중소도시에서는 

평균 8.2% 감소했다. 생산 가능인구 감소는 인구 5만 이상 15만 미

만 도시와 30만 이상 50만 미만 도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5]. 생산

가능인구 감소는 지방도시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쳐 지방도시의 

쇠퇴에 지속적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다수의 지방도시는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30년 뒤에는 기초 자치단체의 70%가, 50년 뒤에는 93%가 소멸 위

기에 처할 것이라 분석했다.2)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지방중소도시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9%에 해당하

며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47.5%를 차지한다[5]. 국토연구

원은 6일 발행한 국토정책 보고서를 통해 ‘지방중소도시 특화형 추

진방안(박정은, 정소양, 김유란, 박성경 연구원)’을 제안했다. 보고

서는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은 대도시에서 출발해 발전 · 세분

화 됐기 때문에 지방중소도시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3) 이에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문제를 지표화4)하여 지

방도시의 소멸 위험지수를 통하여 심각성을 지적하며 생산인구 유

출 방지를 위한 지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6].

2.2. 지방도시의 공공청사

1970~1980년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국가의 지자체 청사가 집중적으로 건립됐다. 건립 후 상당 시간

이 지나며 시설 노후화5) 및 청사 조직의 확장으로 인한 업무공간의 

협소화 등으로 재건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총 5,906개6)(13, 319㎡)의 국가 청사 중 30년 이상 노후청사는 

835개로 약 14.1%를 차지하고 있다[7]. 2000년대 이후 건립되는 현

대 공공청사의 주요한 속성 중 하나는 주기능인 행정업무 위주의 소

극적 대응에서 한 차원 나아가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기능

이 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공공청사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증진

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사회적 기반 시설이다. 지방도시 또한 지방자

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청사에 지방의회가 들어서며 자연스럽게 청

사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주요 

화두가 되었다. 모든 지방도시는 각기 다른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

어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서 청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시점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목적 대부분은 여전히 

행정업무이다. 행정기관으로서 단순한 공공업무 제공에서 나아가 

이용자에게 다양한 환경을 제공한다면 청사 방문 시 머무르는 시간

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지역이 가지는 환경이 청사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특성이 알맞게 반영이 되었을 때 청사는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제약하기도 한다.

2.3. 공공청사의 환경요인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공공청사가 갖추어야 할 기능적 특성을 보

면, 상징성, 공공성, 행정 효율성, 확장과 변화 가능성, 보안성의 속

성이 포함되어 있다[8]. 각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성격

이 반영되는 청사의 환경은 시민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서 도시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한, 행정기관 자체로서 기능적 효율성을 고려한 내부 환경 조성은 청

사의 이용에 만족도에 긍정 · 부정적 인식을 미친다. 청사를 구성하

는 사회적 환경요인도 주요한 요소이다. 인구 증감과 업무의 변화에 

따라 각 지역의 수요를 예측하고 알맞게 대응해야 한다. 공공청사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특성상 여러 주체의 사용자가 함께 이

용하는 시설임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용객 및 업무자의 안전과 시민

의 집회 · 시위의 자유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따

른 출입 방해 및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9].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여건이 다른 지방도시의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한다. 서

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를 인구 규모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소도시, 중도시 와 대도시7)로 분류한 후 각 지역의 청사의 물리적 환

경(신축 여부, 위치 이전 여부, 복합시설의 차이)의 특성 비교가 가

능한 지역을 세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지는 Fig. 1.과 같다. 지방도시 중 소규모 도시에 속하는 

경상남도 남해군청(군)과 중규모 도시에 속하는 강원도 원주시청(1

시) 그리고 대규모인 충청남도 천안시의 동남구청(1시2구)이다. 

경상남도에 위치한 남해군은 1읍 9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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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기준 남해군의 주민등록인구는 41,128명으로 고령인구의 비율

은 37.2%이다. 재정자립도는 8.9점으로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

체 중 214번째로 하위 15%의 소규모 도시에 속한다. 또한 남해군 청

사는 1959년 지어져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기관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청사 본관, 민원동과 의회동이 대지 내에 분산적으

로 배치되어있다. 남해군은 현 청사 위치에 추가 대지를 확보하여 

2024년 신청사 조성이 예정되어 있다.

강원도 원주시는 1읍 8면 16동으로 구성 되어 있다. 2022년 5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362,204명이며 고령자 인구의 비율은 15%이

다. 원주시의 재정자립도는 19.7점으로 전체(103/243)의 중간에 속

한다. 원주시 청사는 원주시의 확장에 따라 2007년 일산동에서 무실

동으로 이전하였다. 새 청사는 행정동과 의회동으로 구성되어 분리

되어 있던 부서들이 한곳으로 모이게 되며 원활한 행정업무를 가능

하게 하였고, 시민 복지를 위한 어린이집, 근린공원과 문화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2구 4읍 8면 19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2년 

5월 기준 인구 657,210명이 등록되어 전국 75개의 시 중에 10위권

이며 고령인구의 비율은 11.84%이다. 재정자립도는 37.1점으로, 전

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33위로 상위 15%에 속하는 재정자립

도를 가진 도시로 지방도시 중 대규모 도시라고 판단 할 수 있다. 천

안시동남구에 위치한 동남구 청사는 2005년 천안 시청이 불당동으

로 이전하며 시청 대지에 구청을 건립하였다. 구청사와 어린이 회

관, 지식산업센터, 대학생 기숙사 등으로 쇠퇴했던 구도심의 활성화

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민간시설로 구성된 복합개발 사업으로 진행

되어 2021년 준공되었다.

인구의 규모는 결국 생산 인구수에 영향을 미쳐 자치단체의 재정

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원주시와 천안시는 도시의 규모 면에서 지

방도시 중 대 · 중규모 도시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소규모 도시에 속하는 남해군에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

소 지역10)에 포함되었다. 국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업무시설의 적정 규모를 관리하고 있다[4]. 하지만 각 도시가 

가지는 문제점과 처한 환경이 상이함에도 지역 단위별 세심한 접근

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이용자가 지역의 실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각 지역의 청사가 지역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만족

하고 있는지,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청사 

계획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조사 대상지를 도시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고 지역의 청

사가 처한 속성에 따라 각 카테고리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

여 각 도시의 해당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이 가지는 사회적 문제

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이용 중인 청사가 지역 사

회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

악하여 청사 이용 만족도에 영향력이 높은 청사의 물리적 환경 요소

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도시에 적합한 청사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계획 방향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Category Case (A) Namhae County Case (B) Wonju City Hall Case (C) Cheonan Dongnam-gu Office

Regional Inform
ation

Image

Population8) 41,769 362,204 657,210
Population 

Aging 37.2% 15% 11.8%

Financial 
independence 

rate9)

(Ranking)

8.7
(214/243)

19.7
(103/243)

37.0
(33/243)

G
overnm

ent office buildings'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Location
12, Mangun-ro 9-gil,

Namhae-gun, Gyeongsangnam-do
1, Sicheong-ro,

Wonju-si, Gangwon-do
39, Yetsicheong-gil, Dongam-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Old Location New Location Old Location

Completion
1959(2024) 2007  2021

Old building New building New building

Additional
Facilities

 Hospitality
 Square

 Education
 Sports
 Culture
 Urban

 Healthcare
 Commercial
 Education
 Residential
 Culture

Single facility (government) Mixed facility (government + public) Mixed facility (government + private)
Fig. 1. General information and Architectural overview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 of Research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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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문지 설계

본 조사의 설문 항목은 지역 현황에 대한 인식과 청사 이용행태 및 

청사의 시설 · 환경에 관한 만족도 관련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설

문을 통하여 공공청사 이용 시 사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를 별수로 하였다(Table 1.).

1) 지역현황에 대한 인식

각 지방도시가 가지는 총체적인 문제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지방 쇠퇴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 인식도를 측정변수

로 설정하였다. 인구감소, 지역 경제 침체, 인구 유출, 저출산 문제, 

유입인구 부족, 일자리 제공, 복지 제공, 총 7문항으로 분류하였다. 5

점 리커트 척도(1=그렇지 않다, 2=조금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그렇다, 5=그렇다)로 변수를 측정하였다.

2) 청사 이용행태

이용객의 공공청사 방문의 행태를 파악하고자 청사 방문 시 이용

에 대한 항목들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방문 시 주된 교통편을 조사하

고(1=도보, 2=자전거, 3=대중교통, 4=자가용, 5=기타), 방문 빈도

를 단위 구간을 설정하여 측정하였다(1=이용경험 없음, 2=1주일에 

1~2회, 3=1달에 1~2회, 4=1년에 1~2회, 5=기타). 방문의 목적은 

직접적으로 질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류를 나누어 측정하고(1=민

원 · 행정업무, 2=복지 · 문화시설, 3=체육시설, 4=도서관, 5=기타), 

평균 이용 시간은 구간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1=30분 미만, 2=30

분~1시간, 3=2시간~3시간, 4=3시간~4시간, 5=4시간 이상).

3) 청사 시설 · 환경에 관한 만족도

청사 이용 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청

사 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인들을 분류하여 만족도 조사를 진행

하였다. 업무공간의 편의성, 외부공간의 활용도, 휴게 · 편의 공간의 

편의성, 주차장 이용 편의성, 위치의 적정성, 공간계획 만족도, 규모

의 적정성 그리고 외관 디자인 만족도, 총 8 항목의 측정변수를 선정

하여 5점 리커트 척도(1=불만족, 2=조금 불만족, 3=보통, 4=조금 

만족, 5=만족)로 측정하였다.

3.3.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방법

2022년 8월 2일부터 9월 19일까지 약 6주에 걸쳐 경상남도 남해

군청사, 강원도 원주시 청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사의 이용

자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수의 설

문 응답자들이 일반인임을 고려하여 설문 전 조사자들이 응답자에

게 본 조사의 취지와 관련 용어에 대하여 설명 후 1:1 개별 설문조

사로 진행하였다.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리커트 척

도 방식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주관적 관점에서의 인식을 측정하

였다. 연구 대상자의 비율을 구분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A1 

지역별’ 응답 비율은 원주시에서 165부(40.8%)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였고 천안시 125부(30.9%), 남해군에서 114부(28.2%)

가 회수되었다. ‘A2 개인적 특성’은 남자 182명(45%), 여자 217명

(53.7%)으로 구성되었으며, ‘A3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230

명(56.9%)로 집계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응답률을 나타

냈다. ‘A4 직업별’ 응답자는 공무원 223명(55.2%)과 일반인 181

명(44.8%)로 표집되어 적절하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총 404

부의 유효표본을 얻었다.

4. 조사 결과

4.1. 지역 문제 인식도와 인구통계 속성

지방도시의 쇠퇴의 여러 요인 중 각 지역이 가지는 문제점들에 대

한 거주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B1 인구감소’, ‘B2 지역 경

제 침체’, ‘B3 인구 유출’, ‘B4 저출산’, ‘B5 유입인구 부족’, ‘B6 일자

리 부족’과 ‘B7 복지 제공 미비’의 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본 각 항목에 대한 심각성 

Category Item

A Basic 
information

1. Region

2. Gender

3. Occupation

B

Awareness of 
current 
regional 
problem

1. Population decrease

2. Economic downturn

3. Population outflow

4. Birth Rate

5. Population inflow

6. Employment issue

7. Community facilities

C Visit 
behavior

1. Transportation 

2. Number of visit

3. Purpose of visit

4. Duration of stay

D

Satisfaction 
level for  
G.O.B.* 

facilities and 
environment

1. Convenience of office space

2. Utilization of outdoor space

3. Convenience of rest area

4. Convenience of parking area

5. Adequacy of location

6. Satisfaction of space layout

7. Adequacy of building scale

8. Satisfaction of exterior design

*G.O.B.: Government Office Building

Table 1. Contents of Survey

Item Group
Number of respondents

N Ratio (％)

A1 Region R1 Namhae-gun 114 28.2

(n=404) R2 Wonju-si 165 40.8

R3 Cheonan-si 125 30.9

A2 Gender G1 Male 182 45.6

(n=399) G2 Female 217 54.4

A3 Occupation O1 Officer 223 55.2

(n=404) O2 Public 181 44.8

Table 2. Population distribution of survey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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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도는 Table 3.과 같다. 요인별 평가점수는 5점 척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중간값인 3점을 기준으로 3점 이상에는 심각도에 부정적

인 평가를, 3점 미만에는 심각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

였다. 분석의 결과 대상지 전체 평균은 3.7로 응답자 대부분이 지역 

사회가 가지는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지역별로는 남해군(4.2), 원주시(3.5), 천안시(3.4) 순으로 부정

적 인식을 보였다. 중규모 도시인 원주시와 대도시에 속하는 천안시

에 비하여 소도시인 남해군의 응답 집단이 비교적 심각하게 인식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3.0 이상

의 결과값을 보여 약간 심각하다는 경향을 보인다. 세 지역 모두 저

출산(4.2)과 일자리 부족(4.0)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해에 비하여 원주와 천안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 도시의 재정

이나 지역의 인구 규모가 지역 문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를 통해 주목할 점은 지역에 따라 만족도

가 다르다는 점은 지역의 환경요인이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

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2. 공공청사 이용 현황 및 시설 · 환경에 대한 평가

1) 공공청사 이용 현황 및 행태

공공청사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과 방문 행태와 관련된 

사항을 ‘C1 주요 교통편’, ‘C2 방문 횟수’, ‘C3 방문 목적’, ‘C4 체류

시간’,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Fig. 2.에 따르면 청사 

방문 시 ‘C1 주요 교통편’에 대한 문항에 ‘자가용’이 51%(93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대중교통’ 25%(45명), ‘도보’ 21%(38

명), ‘자전거’ 1%(1명), ‘기타 교통수단’ 2%(4명)로 조사되었다. 청

사 ‘C2 방문 횟수’를 묻는 항목에서는 ‘1년에 1-2회’가 54%(98명)

로 가장 많았고 ‘1달에 1-2회’ 15%(27명), ‘이용 경험 없음’ 

13%(23명), ‘기타’ 10%(19명), ‘1주일에 1-2회’ 8%(14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청사 ‘C3 방문 목적’에 대한 문항에는 ‘민원 · 행정업

무’ 80%(145명)가 가장 높았고, ‘복지 · 문화시설 이용’ 7%(13명), 

‘도서관 이용’ 2%(3명), ‘체육시설 이용’ 1%(1명)로 조사되었다. 마

지막으로, 방문 시 평균 ‘C4 체류시간’은 ‘30분 미만’ 57%(102명)이 

가장 많았고, ‘30분-1시간’ 35%(63명), ‘2시간-3시간’ 2%(3명), ‘3

시간-4시간’ 2%(3명)으로 집계되었다.

응답을 바탕으로 청사 이용객의 이용행태를 정리해 보면 청사 방

문 시 대부분은 자가용을 이용하며 일반인의 경우, 빈도는 연간 1-2

회 정도 임을 알 수 있다. 실제 민원 및 행정업무를 보기 위하여 방문

하며 머무는 시간은 30분 미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공공청사 환경 이용 만족도와 인구통계 속성

전체 조사 지역을 대상으로 청사 환경 이용 만족도에 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공공청사의 이용 전체 만족도에 대한 빈도분석 결

과를 보면, 총 401명의 응답자 가운데 9.4%(38명)는 ‘불만족’이라

고 응답하였으며, 14.4%(58명)는 ‘조금 불만족’이라고 응답하며 부

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36.9%(149명)는 ‘보통’으로 응

답하였으며, 31.7%(128명)는 ‘조금 만족’이라고 응답하였다. 6.9% 

(28명)은 ‘만족’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값

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산정해 보면, 3.1로 전반적으로 지역의 공공

청사에 대해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청사 환경 이용 만족도에 거주 지역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

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남해군청

의 경우 ‘불만족’이 32명(28.1%), ‘조금 불만족’이 34명(29.8%)으

로 총응답자 중 57.9%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다음으

로, 원주시청의 응답 결과를 보면 ‘조금 만족’이 74명(44.8%), ‘만

족’이 12명(7.3%)으로 총 52.1%의 응답자가 대체로 청사시설 이용

의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Region Namhae Wonju Cheonan Mean F

B1 Population decrease 4.5 3.2 3.2 3.6 54.969***

B2 Economic downturn 4.1 3.5 3.4 3.7 15.700***

B3 Population outflow 4.3 3.1 3.3 3.6 44.127***

B4 Low birth rate 4.5 4.2 4.0 4.2 9.324***

B5 Population inflow 3.8 3.4 3.2 3.5 7.508**

B6 Lack of jobs 4.3 4.0 3.8 4.0 7.137**

B7 Social support 4.0 3.0 3.2 3.4 28.413***

Mean 4.2 3.5 3.4 3.7 23.884***

*p＜.05, **p＜.01, ***p＜.001

Table 3. Awareness level of Regional Social Issues Category Number of Respondents
C1 Transportation 

     

when visit

C2 Number of visit

    

C3 Purpose of visit

C4 Duration of stay

     

Fig. 2. Result analysis of visitors’ behavior 

Not 
suitable

A bit not
suitable Neutral A bit

suitable Suitable Total

f 38 58 149 128 28 401

％ 9.4 14.4 36.9 31.7 6.9 100

Table 4. Overall satisfaction level of G.O.B.‘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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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청의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조금 만족’ 47명(37.6%), ‘만

족’ 13명(10.4%)으로 전체 응답자의 48%가 청사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리커트 척도 값을 기준으로 남

해군청(2.25)은 청사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에 비하여 원주시청( 3.50)과 천안시 동남구청(3.50)은 전반적으로 

청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청사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의 속성을 이해하고 현

재 이용 중인 청사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D1 업무공간’, ‘D2 

외부공간’, ‘D3 휴게공간’, ‘D4 주차’, ‘D5 청사입지’, ‘D6 공간구

성’, ‘D7 청사 규모’, ‘D8 외관’, 8가지 항목의 물리적 환경요인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요인별 평가 

만족도에 대한 응답자의 집단별 인식 차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응답 표본을 중심으로 응답자를 지역 집단별(남

해군, 원주시, 천안시)과 직업별(공무원, 일반인)로 구분하여 분산

분석을 각각 진행하였다. 거주 지역에는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직업

별 분석에는 독립표본 t-test를 적용하여 세부 분석을 실행하였다. 

 우선 지역 집단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D1 업무공간’의 

만족도에 대한 항목에서 확대되는 청사조직의 대응하지 못한 남해

군청(2.3)에 비해 원주시청(3.6), 동남구청(3.6)은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복합행정타운으로 조성 된 천안 동남구청은 ‘D3 휴게 · 편의 공간

의 편의성(3.0)’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양한 시설들과 함께 위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는 상황이 근무자들에게는 적합한 휴게 환경이 제공되고 있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3.). 

공공행정업무의 복합시설로 계획되어 새로운 부지로 이주한 원

주시청은 대부분의 물리적 환경요인에서 평균 이상의 높은 만족도

를 나타냈었음에도 ‘D4 주차장에 대한 만족도(2.6)’에서 특히 부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 020면의 주차 공간이 확보

되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

료로 운영되고 있어, 인근 사무실의 직장인 등의 외부 차량의 무분별

한 사용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11). 

‘D5 청사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1959년부터 

현 부지에 위치한 남해군청(3.4), 약 13년간의 긴 논의를 통해 새로

운 부지로 이전한 원주시청(3.8)[10]과 구 천안시청부지에 구도심

의 재생을 위해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된 동남구청(3.7)의 입지에 

대한 만족도 평균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가장 최근에 준공된 천안시 동남구청의 경우 원주시청과 마찬가지

로 ‘D6 내부 공간의 배치(3.2)’와 ‘D7 건물 규모의 적정성(3.4)’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시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와 민간사업자(현대건설)가 시행한 천안시 동남구청12)

의 경우, ‘D8 외관’에 대한 만족도(3.7)가 남해군청(2.0)과 원주시청

(3.3)에 비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4.). 

1959년 준공되어 약 60년간 사용 중인 남해군청사는 확장되는 현

대청사 조직 규모의 미반영, 비효율적 분산배치와 부족한 주차 공간

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불편함이 청사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으

로 판단된다. 비교적 현대적 요구가 반영된 원주시청(2007년 준공)

과 천안시 동남구청(2022년 준공)은 청사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사 환경의 노후도에 따라 

시설 이용의 만족도에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직업별 청사 환경 이용 만족도에 차이가 존재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체평균값을 공무원(2.9)과 비교하면 일반인(3.3)이 긍정적인 인

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인 공무원과 이용자인 일반

인에 따라 변수에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D5 청사 위치의 적정성’과 

‘D8 외관 디자인 만족도’를 제외한 6가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D1 업무공간’, ‘D2 외부공간’, ‘D3 휴게공간’, ‘D4 주차’, 

Overall
Namhae Wonju Cheonan

N % N % N %
Not suitable 32 28.1 2 1.2 4 3.2
A bit not suitable 34 29.8 12 7.3 12 9.6
Neutral 38 33.3 65 39.4 46 36.8
A bit suitable 7 6.1 74 44.8 47 37.6
Suitable 3 2.6 12 7.3 13 10.4
Total 114 100 165 100 125 100

Mean 2.25 3.50 3.50
*p＜.05, **p＜.01, ***p＜.001

Table 5. Overall Satisfaction level of G.O.B.‘s environment 

Category Namhae Wonju Cheonan Mean F

D1 Office space 2.3 3.6 3.6 3.2 59.807***

D2 Outdoor space 2.2 3.5 3.2 3.0 49.054***

D3 Rest area 2.0 3.3 3.0 2.8 47.285***

D4 Parking 2.0 2.6 3.6 2.7 57.976***

D5 Location  3.4 3.8 3.7 3.6 4.151*

D6 Space layout 2.5 3.4 3.2 3.0 22.774***

D7 Building scale 2.4 3.3 3.4 3.0 36.111***

D8 Exterior design 2.0 3.3 3.7 3.0 82.536***

Mean 2.4 3.4 3.4 3.0 44.962**

*p＜.05, **p＜.01, ***p＜.001

Table 6. Satisfaction level of G.O.B.‘s environment by region

Namhae-gun Office Wonju-si City Hall Dongnam-gu Office

Fig. 3. Outdoor Space of G.O.B.

Namhae-gun Office Wonju-si City Hall Dongnam-gu Office

Fig. 4. Exterior Design of G.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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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공간구성’과 ‘D7 청사규모’의 항목에서 일반인에 비하여 공무

원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D5 휴게공간’에 대한 만족

도에 공무원(2.5)과 일반인(3.2) 사이에 인식의 큰 차이가 있음은 주

목할 만한 하다. 전반적으로 ‘일반인’의 청사 환경 만족도가 ‘공무원’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D5 청사 위치의 적정성’은 공무원

(3.7)이 일반인(3.6)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사 공간에 긴 시간 머물며 근무하는 공무원 보다 그에 비해 단순 

업무를 위해 대부분 단시간 이용하는 일반인이 시설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사에 머무는 

체류시간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청사 이용 시 환경요인을 지역별, 이용자의 직업별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 청사의 노후도와 이용자의 관점에 따라 

청사의 물리적 환경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이용 주체별 

속성이 고려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5. 결론

가속화되는 지방 쇠퇴라는 시대적 상황을 토대로, 지역민의 사회

적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실제 청사를 이용하는 이용 

주체별 인식 양상을 확인하고, 공공청사 이용 시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물리적 · 사회적 여

건이 다른 대상지를 선정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하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따라서 지방 쇠퇴에 관련한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도시가 가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인식이 각 

거주 지역의 환경적 요인(도시 규모, 인구 규모, 재정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둘째, 지방도시의 공공청사에 대한 전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건물의 물리적 환경요인(노후도, 규모)이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오래된 남해 청사에 대해서는 부

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행정업무’라는 고유 개념에서 탈피하여 

지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 및 복지, 상업, 여가문화 등의 확대

되는 청사의 역할에 대응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는 청사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용자의 직업에 따라 공공청사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

게 나타난다. 일반인 집단의 경우, 청사 이용 시간은 30분 미만으로 

매우 적은 시간인 상황에서, 청사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

고, 공무원집단과의 만족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 

판단된다. 일반인 사용자가 청사 환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비교적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공무원은 세부 항목별로 부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양한 속성의 주체가 사용하는 공공청사

의 특성상 이용자 주체별 적합한 요인들이 고루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청사의 물리적 환경요인에 대해서는 ‘휴게 · 편의 공간의 편

의성’과 ‘주차장 부족’ 요인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전반적이다. 청사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 요인들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결과 각 지역의 사회적 

환경 인식이 공공청사 이용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하여 거주지 속성에 따라 청사 이용 만족도에 차

이가 난다는 점에서 각 지역의 공공청사가 도시의 특색을 반영하여 

조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가 청사 환경이 적합

하다고 인식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청사

의 물리적 환경요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해 보면, 현재 청사의 물

리적 환경요인들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어떠한 청사 공

간이 제공되어야 하는지는 각 도시가 가지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의 규모와 고유한 특성에 맞는 공간들이 제대로 제공되어야 한

다. 각 지역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요인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청사의 물리적 환경에 반영하여 지

역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도시가 가지는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는 복합적인 원인

이 작용했으리라 본다. 본 연구는 그 중 물리적 환경이 다른 도시의 

지역 사회가 가지는 지방 쇠퇴와 관련된 사회적 요인을 통해, 청사 이

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요인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

을 하고 이용자의 평가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청사에 대한 

물리적 환경요인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

적인 사회적, 개인적 요인들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깊이 있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후속 연구가 이어져 궁극적으로 향후 건립 예정인 지방의 

청사가 각 지역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요구를 

지원하는 지역 친화형 청사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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