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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사회의 복잡화, 과학기술의 첨단화와 그에 따른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기상 이변 등 측하기 힘든 다

양한 인 피해 자연재난이 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국민안 처 산하의 소방방재청은 화재의 방과

진압에서 차 으로 그 범 가 확 되어가고 있으며 국

가 재난 리의 추 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서비스로

서 강조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감당해야

할 업무의 양과 역도 격히 팽창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사회는 국민생활 수 의 향상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맞물려 이 의 단순한 소방서비스가 아

닌 고품질의 국민 서비스 제공에 한 시민들의 요구

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소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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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6년도 부천 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한 거시 인 큰 틀과 그 속에서의 제도 인 변화도 소방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에 한 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제

로 된 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소방공

무원의 경우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

상 높은 강도의 노동과 조직 내 인 환경과 조직 외 인

환경에서 비롯되는 스트 스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재해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구해주

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재난에 비해

할 근무지에 상시 기하는 그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직무스트 스를 감소시켜 것이며 그로인해 소방공무원

의 국민 서비스제공은 정 인 흐름으로 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 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

선을 하여 근무공간에 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의

직무만족 요소가 무엇이며 이들 요소 에 공간만족이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공간만족에 유의미

한 향을 주는 직무만족 요소는 무엇인가? 에 한 질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요소에 의한 공간만족평가 향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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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how fire officer’s job satisfaction factors influence space satisfaction rates. This article will conduct

regression analysis for the study on these three problems. ‘What are the factors of fire officer’s job satisfaction?’,

‘Does space satisfaction rates influence job satisfaction rates?’, ‘Which job satisfaction factor influence space

satisfaction rate?’ Therefore, variables were set based on the prior study, and befor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variables were purified through analysis on primary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and hypothesis test

was done via variable calculation. According to the prior study, factors that influence job satisfaction rates are as

following; self-regulation of tasks, ethics and responsibility level,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job identity. And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pace satisfaction rates do not influence job satisfaction rates. The writer thinks

that it’s showing that Korean fire officers tend to prioritize colleague relationship and job identity over space

improvements. And the factor that influence job satisfaction rates turned out to be the self-regulation of tasks,

and the writer estimates that it’s reflecting the hierarchical organization culture of current Korean fire officers.

Therefore, future Korean fire station design plans need to consider a space plan that provides fire officer’s private

self-regulation of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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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부터 시작하 다.

그리고 국내의 국가공무원으로 제복을 갖추고 조직

활동과 상명하복에 의한 근무문화를 가지고 있는 직업은

군인, 경찰, 교정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유일하다. 이들의

조직문화는 개인만이 아닌 단체 행동과 규칙 수가

매우 요하며 이것이 곧 조직과 개인의 성과와 안 에

크게 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들의 조직문화에서 아직

은 개인 혹은 조직 체의 실제 인 욕구를 확인하고 반

하기보다 조직의 수장 혹은 상 기 에 의한 의사결정

으로 근무환경이 만들어지고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단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에 한 행정학

공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직무만족 평가요소를 알아내

고 활용하여 연구범 내의 소방공무원들의 실질 직무

근무만족에 한 의식구조를 악하고자 하 다. 이

게 악된 의식구조는 직무 근무 환경만족에 한

평가기 과 그 기 에 한 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악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

공무원의 심리 근무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욕구를

악하여 향후 소방 공간 디자인에 한 그들의 내면 그

리고 실제 욕구만족 향 요소를 반 한 소방 공간디

자인과 건축계획에 기본 인 자료로 사용되고 소방공무

원 실무자들을 한 공간 환경개선을 한 설계방향의

기반자료로 사용되어지길 바란다.

1.2. 연구의 방법 범

본 연구의 상은 지역별 소방본부의 소방 행정 직무

를 담당하는 공무원보다 일선 119 소방안 센터에 근무

하는 실무 소방공무원들과 그들이 근무하는 소방공간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 소방공간은 인천지방 소방본

부 할 소방서 산하의 119 소방안 센터 약 10곳으로

정하 고 실질 인 조사를 하여 실사방문을 하 으며

실무자에 한 설문지를 통한 설문통계 조사로 이루어졌

다. 직무만족에 한 연구방법은 본 논문의 이 단순

한 직무만족에 한 연구가 아니고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련한 업무 생활 근무공간과의 연 계를 공간만족

도와 비교하는 목 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문사회 행정학

의 직무만족 련 선행연구를 인용하여 다학제 으

로 조사하 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련된

인용연구문헌은 일반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아닌 학

수여논문으로 심층 검증이 된 논문 1)으로 선정하 다.

직무만족 련 인용할 선행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상으로 한 논문

의 이 비슷하고 직무만족 요소로 상의 직무 문

성을 요한 요소로 보고 있어 본 연구 인 공간만족

1) 직무만족 련 인용할 선행연구 논문 : 김승언, 공무원의 직무만족

향요인에 한 연구, 건국 박사논문, 2012

과 직무만족 간의 향 계를 비교하기 한 연 을 갖

고 있다고 사료되어 인용논문으로 선정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인용하여 사용할 변수를

정하고, 요인간의 향을 악하기 해 검정할 변수들

의 정화작업과 변수계산을 실시하여 가설검정을 한 요

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거쳐 회귀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2. 소방행정의 특성과 직무만족 설문

2.1. 소방행정과 특성

소방행정의 목 은 화재를 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한 상황에서의 구조·구 활

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 재산을 보호 하

고 공공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2). 재

우리나라는 역소방 체제이다. 즉, 소방업무의 책임소재

를 규정하고 있는 소방기본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서 소방에 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역 자치소방체제에서는 역단 의 자치단체에서 지

휘·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소방공무원의 임용권과 소방재

원, 지방청사 장비 리, 화재 방조례 제정권 조정이

역자치단체장에게 이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3)

소방행정업무는 부분 시·도에 따라 그 업무 역에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소방 서에 조직체계를 갖추고 공

통 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상 인 업무는 부분 각종재

난의 비와 인명구조의 소방업무분야와 단순지원활동 등

으로 복구활동이 있다. 그리고 화재진압 방 활동과

함께 최근 속히 확 되는 구조 구 활동을 하고 있

다4). 따라서 소방행정은 일반 행정이 지니고 있는 환경을

포함하여 험성·긴 성· 응성·기동성· 기성· 문성·

동성 등의 속성을 가지 특수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5)

2.2. 직무만족과 문성

인간의 조직생활에서 직무만족은 단히 요한 문제

로서 일의 의욕과 조직의 생존 그리고 개인의 발 에 많

은 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겠다. 따라서 그들의 욕구

충족과 동기부여를 한 직무만족 상태를 악하여 조직

의 성과와 생산성 그리고 개인의 발 에 방향을 제시하

고 그들의 근무환경에 한 반 인 실태 악과 확인이

필요하다.

직무만족을 최 로 연구한 Hoppock(1935)은 직무만족

을 ‘사람이 자신은 직무에 만족한다.’ 라고 말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심리 ·생리 ·환경 상황의 조화라고 정

2) 오경진, 소방행정의 발 방안 연구, 배재 석사논문, 2014, p.10

3) 상게서, pp.13-14

4) 상게서, p.8

5) 상게서,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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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 다. 이후 Smith(1995)는 직무만족이란 각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연 하여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총화

는 이러한 감정의 균형 상태에 기인되는 일련의 태도라

고 정의 내렸다.6) 이 게 직무만족은 직무에 한 정

정서와 욕구만족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 직무만족은 직무태도를 나타내는 핵심 인

변인이며 직무상황에 한 구성원의 반 인 평가라고

볼 수 있다.7)

직무 문성은 ‘담당업무와 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

식과 경험을 극 으로 발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업무수행과 련한

한 책임성과 윤리의식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상태8)’

를 정의한 김순양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무 문성은 직

무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나타낸 변수들로 나타났다.

2.3. 직무만족에 한 설문항목구성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에 한 설문조사 항목구성은

직무만족에 한 선행연구 문헌을 참고하여 직무만족 수

을 측정하기 한 변수로 김순양의 연구문헌을 인용하

여 설문구성을 하 다. 김순양의 선행연구는9) 공무원의

직무만족 향요인으로 직무특성요인, 직무외 요인, 직

무만족요인, 직무 문성요인으로 나뉘어 설문구성을 하

다. 직무만족과 공간만족의 향 계를 악하려는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설문구성에서 직무특성요인의 항목으

로 ‘직무정체성’ 항목, 직무외 요인에서는 ‘상사/동료

계’항목 그리고 직무만족요인의 9개 세부항목, 직무 문

성요인의 ‘업무자율성’과 ‘책임감/윤리의식수 ’을 채택하

여 설문항목을 구성하 다.

설문

문항

구성

인구 통계 설문문항 성별, 연령, 계 , 근무기간, 근무분야

직무특성요인 직무정체성 문항

직무외 요인 상사·동료 계 문항

직무만족요인 직무만족문항

직무 문성요인 업무자율성, 책임감/윤리의식수 문항

공간만족 설문문항 공간만족문항

<표 1> 직무만족 공간만족 설문항목구성 개요

따라서 설문조사 체 항목구성은 인구통계학 설문

5개 항목, 직무특성요인에 한 직무정체성 4개 항목, 직

무외 요인에 한 상사·동료 계 6개 항목, 직무만족에

한 9항목, 직무 문성요인에 한 7개 항목, 공간만족

6) Hoppock, R., Job Satisfaction, New York, Harper/ Smith, C. A,

Human Resource Practices and Policies as Antecedent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London, Ontario, Canada. / 김승

언, 공무원의 직무만족 향요인에 한 연구, 건국 박사논문,

2012.8, p.6 재인용

7) 상게서, p.7

8) 김순양, 지방정부 복지행정 공무원의 문성 제고방안에 한 연

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1호

9) 김승언, 공무원의 직무만족 향요인에 한 연구, 건국 박사논

문, 2012

에 한 3항목으로 총 34개 항목으로 구성하 다. 평가

방식은 리커트 5 척도법에 의한 선택형 설문 평가방식

으로 하 다.

3. 공간만족 평가 상의 선정과 특성

3.1. 평가 상 공간과 선정기

평가 상 소방공간의 선정은 국내 소방공간 반에

한 실태를 반 하고 공시기와 상 없이 실근무자의 업

무 생활공간에 한 의견을 반 하기 하여 1994년

부터 2009년까지 만들어진 연구범 내에 치한 119 소

방안 센터 에서 10곳으로 하 다.

실태 악을 한 실사 방문 시기는 2014년 2월 11일부터

4월 2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황에 한 실측조사와 담

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다. 반 인 사례조사개

요는 의 <표 3>과 같다.

3.2. 평가 상의 공간 특성

사례 상 공간 부분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이

며 건축구조방식은 모두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철골철근콘

크리트구조를 혼합한 구조방식을 채택하 다. 공간 내부

에 근무인원은 총 19-22명으로 3교 근무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조사 상의 각 층별 공간구성은 배치를 살펴보면, 모

든 사례공간의 지하공간은 기계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악되었다.

(1) 1층 공간구성과 특성

1층의 공간구성요소는 모든 사례에서 소방차고와 소방

행정 사무실이 배치되었고 부분의 사례(80%)에서와

마찬가지로 센터장실을 지상 1층에 배치한 것으로 악

되었다. 이것은 소방공간의 핵심기능인 출동과 민 서

비스 역을 근성이 좋은 지상 1층에 배치하 다. 센

터장실은 2곳의 사례를 제외하고 1층에 배치되어 출동지

휘통제와 민 서비스를 한 민첩성을 확보하 다. 다

음으로 많이 배치된 공간요소는 개인출동장비실로(7곳)

나타났다. 일반 으로 개인출동장비는 차고내부에 치

하여 출동의 원활함을 높여 주었으나 차고내부의 배기가

스 노출과 외기에 의한 장비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해

출동동선 상에 개인장비 공간을 두어 장비 리와 비상출

동에 비하 다. 소방공무원의 상시 비상 기체제를 가

장 잘 보여주는 기공간은 소방과 구 모두에게 안

조사 공간 인천소방본부 119안 센터 10개소

조사 인원 4명

조사 일시 2014. 2.11 - 4.23

조사 방법 인터뷰조사, 실측 장실사

<표 2> 사례분석 상의 황 실사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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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공간의 허락된 출동동선에 가까운 1, 2층 치에

배치가 된 것으로 악되었으나 주로 계단의 장애물이

은 1층 공간의 배치가 많은 것으로 악되었다. 하지

만 여자구 기실은 2곳의 사례에서 배치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아직 소방공무원의 비 이 여성보다

남성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 기

실에 한 공간배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다변화와 서비

스 수요에 맞는 공간 로그램과 디자인계획에 맞게 수정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 2곳에서만 나타난 수

건조실은 실사에 의한 인터뷰조사에 의하면 화재 긴

출동 후 다음 출동 비를 한 동 기 수 정비에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악되었다. 부분은 계단을 활용

한 수직건조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사례 A B C D E F G H I J

공년도 1994 1997 1998 2000 2001 2002 2004 2006 2008 2009

근무인원(구 ) 총22명(6명) 총22명(6명) 총22명(6명) 총19명(6명) 총22명(6명) 총28명(9명) 총22명(6명) 총19명(6명) 총28명(9명) 총22명(6명)

규모 지하1-지상2 지하1-지상2 지하1-지상2 지하1-지상3 지하1-지상2 지하1-지상2 지하1-지상2 지하1-지상2 지하1-지상3 지하1-지상3

지면 (㎡) 1048 1242 700 992 992 987 1050 1163 977 1040

연면 (㎡) 677 823 696 476 877 817 828 667 999 986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층

별

기

능

구

성

기실 (58/12.9) (81/13.1) (24/4.9) (49/10.3) (103/18.1) (87/15.2) (95/15.6) (83/13.6) (46/7.7) (57/7.9)

구 기실(남) (12/2.7) · · (14/3.0) (13/2.2) (13/2.3) (13/2.2) · (15/2.5) (7/0.9)

구 기실(여) (12/2.7) (15/2.4) (12/2.4) · (22/3.9) (13/2.2) (15/2.5) (10/1.6) (10/1.7) (12/1.6)

차고 (163/36.0) (193/31.2) (152/31.7) (101/21.1) (195/34.2) (195/34.2) (185/30.5) (135/22.3) (167/27.7) (193/26.7)

개인출동장비실 (3/0.7) (20/3.2) (14/3.0) (6/1.3) (3/0.5) (13/2.3) (27/4.4) (13/2.1) (4/0.7) (21/2.9)

소방장비창고 (12/2.7) (12/1.9) (14/3.0) (6/1.3) (9/1.5) (10/1.7) (12/1.9) (9/1.5) (9/1.5) (10/1.3)

공기충 실 (6/1.3) (10/1.6) (6/1.3) (6/1.3) (6/1.1) (16/2.8) · (6/1.0) (7/1.2) (7/0.9)

수 건조실 · · · · · (2/0.4) (2/0.4) (3/0.5) · （6/0.8)

구 소독실 · (9/1.5) (7/1.5) (3/0.6) · (3/0.5) (2/0.4) · (15/2.4) (5/0.7)

감염 리실 · · · · · · (12/2.0) · · ·

구 창고 (5/0.8) (2/0.4) (3/0.6) (12/2.2) (1/0.2) · · ·

체력단련실 (52/11.5) (60/9.7) (52/10.8) (60/12.6) (31/5.4) (27/4.8) (67/11.0) (41/6.7) (30/5.0) (37/5.1)

탈의실 (6/0.9) (5/1.1) (9/1.6) (7/1.3) (6/0.9) (14/2.3) (3/0.4) (12/1.6)

샤워실 (4/0.9) (8/1.3) (7/1.4) (19/4.0) (6/1.1) (5/0.9) (6/0.9) (9/1.4) (4/0.7) (24/3.3)

세탁실 · (16/2.6) · · · · · · · (3/0.4)

방호복 세탁실 · · · · · · · · (5/0.8) ·

회의실 · · · · · · · · · (13/1.8)

식당/주방 (14/3.2) (24/3.9) (23/4.7) (39/8.2) (23/4.0) (40/7.0) (41/6.8) (19/3.1) (17/2.8) (23/3.2)

명상실 · · · · (12/2.2) · (11.51/1.9) · (16.4/2.7) (12.0/1.7)

응훈련실 · · · (50/10.5) · · · · (156/25.9) (141/19.6)

휴게실 (51/11.3) (64/10.4) (52/10.8) (16/3.4) (12/2.2) (40/7.1) · (13/2.1) (11/1.9) ·

옥외 휴게실 · · · · · (21/3.7) (26/4.3) (141/23.3) · ·

사무실 (50/11.0) (60/9.7) （66/13.7) (61/12.7) (53/9.3) (46/8.0) (55/9.0) (59/9.7) (53/8.9) (81/11.2)

센터장실 (15/3.4) (16/2.6) (14/2.9) (27/5.6) (15/2.7) (19/3.3) (11/1.8) (19/3.2) (5/0.8) (12/1.6)

부센터장실 · · (15/3.1) · · · · (10/1.6%) (10/1.7%) (14/2.0%)

의용소방 실 · (20/3.2) (16/3.3) (16/3.4) (58/10.2) · (20/3.3) (24/3.9) (19/3.2) (33.96/4.7)

<표 3> 사례분석 상 공간구성요소 분포와 면 , 면 비율 개요 (공간면 / 역 체 비비율(㎡/%))

(2) 2층 공간구성과 특성

2층 공간구성은 수직 동선에 의한 근성 핸디캡이 있

어 공간구성요소 부분이 긴 출동과 거리가 있는 일반

기공간들이 배치된 것으로 악되었다. 1곳을 제외한

부분(90%)의 사례에서 식당, 주방을 배치하 고, 80%

의 사례에서 체력 단련실을 배치하 다.

수평공간계획에 의한 해외 소방서 사례와 달리 역소

방체제에 따른 국내 소방공간은 안 센터의 지확보에

한 지자체의 부담을 이기 하여 수직공간계획이 불

가피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그래서 건

축계획과 실내공간계획에서 출동에 지장을 덜 주는 공간

요소와 긴 기기간 동안 직무를 한 기 체력향상

보완을 한 체력단련실과 식당의 공간이 배치되어지는

것으로 단된다. 다음으로 2층에 가장 많이 배치된 공

간요소로 의용소방 실과 명상실, 독서실, 휴게실 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의용소방 공간은 실질 으로

다목 공간 활용을 하여 배치를 둔 것으로 단되며

의용소방 를 한 상시 독립공간을 확보해야하는 필요

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2층 공간에

배치된 구 기실의 경우 부분 소방의 역이 구 출

동으로 분화되기 이 에 지어진 건물에 추후 공간구성이

추가된 것으로 악되었다.

(3) 3층 기타 공간의 특성

연도별 추이에 따른 공간계획의 흐름으로 보아 3층 공

간규모의 안 센터 계획은 최근 2000년 후반에 나타나

고 있으며 그 활용도는 지붕하 의 비교 자유로운 최

상층의 천고를 활용한 응훈련장 활용이 에 띄는 추

세라 할 수 있겠다.

응훈련장의 필요성은 1층 차고공간의 비좁음으로 인

한 훈련공간의 부족과 직무기 체력을 한 높은 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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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 공간 활용에 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단된다.

이외에 요한 특이사항으로 옥외공간시설로 가장 많은

배치되어있는 공기충 실을 들 수 있다. 공기충 실이

실내공간이 아닌 외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

센터 공간 계획시 차고 환경에 한 설계반 이 이루어

지지 못한 원인이 있다. 즉 소방차량에서 상시 기를

한 열 정비에 한 배기가스 배출설비가 마련되

어 있지 않아 1층 사무공간을 포함한 부분의 공간에서

배기가스에 의한 고통을 부분의 근무자가 호소하 다.

한 배기가스의 잔류로 인하여 신선한 공기충 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가스 리에 한 규정 등과 어울

려 공기충 실이 옥외시설로 컨테이 공간을 비치되어

있는 실태를 악할 수 있었다.

3.3. 소방공간의 공간구성과 역 특성

선행연구 역

김성주10) 기 역/출동 비 복귀 역/직무활동 역/
직무후생 역/지원 역

성기문11) 기 역/차량 역/사무 역/공용시설 역/
부 시설 역

경기도 소방건축물
표 설계 가이드라인12)

차고, 사무실, 기실, 소독실, 장비수납창고, 센터
장실, 의용소방 실, 기타시설

<표 4> 119 안 센터의 공간구성에 한 선행연구

선행연구에 의한 소방공간 공간구성과 역구분에

한 문헌연구를 정리하면, 경기도 소방건축물 가이드라인

은 각 공간의 기능별 세부구성으로 정리하고 역별 공

간정의와 역구성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았고, 김성주와

성기문은 소방공무원의 직무활동 으로 공간을 역별

구성으로 나 어 구분하 다. 성기문은 역별 공간구성

을 건축계획 로그램 에서 구분하여 시설성격과 공

간용도에 의한 구분으로 정리하 고 김성주는 소방공무

원의 사용자 에서 역구성을 정의하고 공간구성을

분석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직무 의

공간구성과 사용자 심의 심리 직무 역구분을 반 하

고자 김성주의 공간구성 역기 을 인용하여 분석하

다. 직무 의 역구성은 출동복귀 역, 직무활동 역,

직무후생 역, 지원 역, 기 역으로 나 었고, 각

역별 면 분포를 비율로 환산하여 공간 활용 유비

율을 분석 정리하 다.

공간구성 역별 유비율 분포<그림1>를 체 10개

소방공간의 평균으로 정리하면, 출동 비 복귀 역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원 역이

17.6%, 직무활동 역이 16.6%, 기 역 15.6, 직무후생

역 14.4% 순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분석 상 소방공

10) 김성주, 119안 센터 실내공간요소 요도 평가에 의한 공간구성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3 No.4(통권105호), 2014, p.258

11) 성기문, 류주희, 설계경기를 통해 고찰한 소방서청사 건축계획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통권 43호, 2010, p.122

12) 경기도, 경기도 소방건축물 표 설계 가이드라인, 2013, p.45

간의 직무 련 역구성은 소방을 한 출동 복귀

역이 당연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원 역, 직무활동, 직무후생은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

지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 역의 상세히 살펴보면, 사무

공간이 약59%이고 조직 간부와 의용소방 를 한 공간

으로 약 41%를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역

구성에서 최 비율로 나타난 직무후생 역 공간구성은

외상후스트 스 치료를 한 명상실(0.8%), 응훈련실

(5.6%), 휴게실(4.9%), 옥외휴게실(3.1%)로 구성되었다.

<그림 1> 공간구성 역별 비율 분포도

이들 요소 에서 옥외휴게실을 제외하면 체 비

11.3%의 유비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설문에 의한 실증분석

4.1. 설문조사 개요 인구통계 특성

소방 실무자 평가를 하여 선행연구의 설문평가 항목

도구13)를 참고하여 사용하기로 하 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6년 5월 19일과 23일 사이에 이루

어졌으며, 표본선출방식은 인천지방 소방서 할 119 안

센터 10개소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상으로 무작

로 선출하여 설문응답자의 근무공간에서 이루어졌다.

표본 인원은 총165명이 참여하 다.

조사 상의 인구 통계학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

13) 상게서

조사 방법 자기보고식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

표본 선출방식 무작 선출

조사 상 인천소방본부 할 119안 센터 근무자

조사 인원 165명

조사 일시 2014. 5. 19-23

<표 5> 실증분석을 한 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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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응한 응답자는 총 165명이며, 직업의 특성상 남자

가 160명 97%, 여자가 5명 3%으로 비율로 나타났다. 참

여 연령은 30 가 총 67%의 111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

여 설문 상의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계 의 비율

은 일반직 공무원 8 에 해당하는 소방교가 89명으로

53.9%로 나타나 표본참여는 하 직 공무원 심의 결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분야에 한 설문응답으로

소방진압 직무의 비율이 체 비 61%(101명)로 집계

되었으며 다음은 구 직무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반 인 연구의 상은 소방장 이하

30 심의 진압근무 남자 원들 심의 설문응답자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4.2. 측정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본 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공간만족평가

지표 구조를 측정하기 하여 선행연구로부터 추출된 측

정항목들에 하여 측정척도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검토

하기 하여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요인분

석(factor analysis)을 통한 타당성 검정을 용하여 평가

된다.

(1) 측정변수의 신뢰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조작화된 연

구변수, 즉 직무만족과 공간만족 평가척도들에 한 사

용자들의 지각을 개 으로 악해 보기 해 다음의

<표 6>에서와 같이 측정항목들에 한 평균과 표 편차

의 기 통계량과 신뢰도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신뢰도는 비교 가능한 독립된 측정방법에 의해 특정

상을 측정하는 경우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측정척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서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고

려하기 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공간만족평가 측정항

목들에 한 기 통계량과 신뢰도 분석결과이다. 선행연

구로부터 추출된 20개의 측정항목들의 평균값에서 f3의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b1 항목이 가장 낮은

수를 보이고 있다.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에서는 항목

제거시 신뢰도 알 계수는 0.836에서 0.851까지로 나타났

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공간만족평가에

한 설문조사서의 구성 항목들이 조사 상자들의 지각된

만족도평가와 련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 측정 항

목임이 악되어, 체 으로 볼 때 소방공무원의 직무

만족과 공간만족평가 측정척도는 신뢰성이 매우 높아 아

주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타당성 검정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 는가를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의 타당성 검정은

탐색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

인분석은 정보손실을 가져오기도 하나 잠재체계를 발

견․활용 해주고 자료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용이하

다. 그래서 요인분석은 주로 검사나 측정척도의 개발과

정에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악하기 한 방법으로 많

이 사용된다.14)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정제과정을 통하여 일

부항목을 제거하 다. 먼 ,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15)을 실시하 다. 모든 측정변수는 주성

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 으며,

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하여 직교회 방식(varimax)

을 채택하 다. 일반 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 은 고유 값은 1.0 이상, 요인 재치

(factor loading)는 0.40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

며 0.50이 넘으면 아주 요한 변수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기 에 따라 고유 값이 1.0 이상, 요

인 재치가 0.40 이상을 기 으로 하 다.16) 둘째로 0.40

이상의 요인 재값이 하나의 요인에만 재되지 않고

다른 요인에도 함께 재된 경우 다른 요인에도 재될

가능성이 크고 개념 으로 타당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들도 제거하 다. 셋째로 변수계산을 한 새

로운 변수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하여 신뢰도

분석에서 항목제거시 알 계수에 향을 미치는 변수

한 정제 상에 포함시켰다. <표 7>은 소방공무원의 직

14) 양병화,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에 한 이해, 커뮤니 이션스북스,

2006, p.18

15)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 연구자가 가설 인

요인을 설정하지 않고 얻어진 자료에 근거하여 경험 으로 요인의

구조를 악하는 분석, 상게서, p.19

16) 송지 ,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2009, p.73

항목 평균 표 편차

수정

항목

상 계수

항목

제거시

알 계수

a1. 동료 간섭 없음 2.38 .807 .250 .850

a2. 독립 업무 처리 2.79 .808 .365 .846

a3. 상 기 통제 없음 2.29 .870 .271 .850

b1. 책임과 사명감으로 업무수행 3.60 .889 .591 .836

b2. 민원인 요구 배려 3.71 .812 .530 .839

b3. 비 설 지 4.05 .878 .430 .843

b4. 윤리의식 수 3.96 .862 .483 .841

c1. 동료들 간 업무 조 3.60 .714 .575 .838

c2. 동료들의 도움 제공 3.70 .693 .570 .839

c3. 동료에 한 신뢰 3.73 .666 .626 .837

c4. 동료 간의 계 우호 3.78 .681 .586 .838

d1. 직무 독립 3.09 .942 .287 .850

d2. 직무 비의존 수행가능 3.30 .871 .328 .847

d3. 직무 책임완성 3.51 .824 .431 .843

e1. 직업선택 결정 3.79 .815 .464 .842

e2. 직장생활 만족 3.75 .794 .544 .839

e3. 타 직업비교 직업만족 3.79 .777 .523 .840

f1. 실내공간 만족 2.79 1.134 .395 .846

f2. 안 센터 소개와 홍보 2.58 1.094 .390 .846

f3. 타 안 센터비교 공간만족 2.92 1.160 .319 .851

<표 6> 소방공무원의 직무 공간만족 항목의 신뢰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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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인 재량

Factor loadings

공통성

분산설명(%)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고유값

Eigen-value

신뢰도계수

(cronbach-α)
평균값

동료

계수

책임윤

리의식

직무만

족수

공간만

족수

업무자

율수

직무정

체성수

c1. 동료들 간 업무 조 .840 .176 .138 .001 .124 .150 .793

30.824 6.165 .915 3.70
c4. 동료 간의 계 우호 .831 .175 .181 .027 .045 .188 .792

c2. 동료들의 도움 제공 .821 .185 .288 -.026 .056 .080 .802

c3. 동료에 한 신뢰 .802 .211 .282 .008 .069 .171 .802

b4. 윤리의식 수 .136 .884 .074 .060 .036 .029 .812

15.529 3.106 .875 3.83
b3. 비 설 지 .041 .861 .121 .087 -.045 .043 .769

b2. 민원인 요구 배려 .282 .821 .089 .024 .041 .072 .755

b1. 책임과 사명감으로 업무수행 .342 .693 .120 .031 .213 .126 .674

e3. 타 직업비교 직업만족 .255 .115 .900 .029 .003 .144 .910

10.141 2.028 .952 3.78e2. 직장생활 만족 .298 .164 .898 .057 -.002 .054 .928

e1. 직업선택 결정 .231 .105 .897 .000 -.072 .148 .895

f1. 실내공간 만족 .074 .060 .012 .938 .112 .002 .902

9.211 1.842 .931 2.76f3. 타 안 센터비교 공간만족 -.038 .075 -.030 .922 .138 -.021 .874

f2. 안 센터 소개와 홍보 -.025 .048 .091 .910 .183 .008 .877

a3. 상 기 통제 없음 -.023 -.076 .038 .217 .809 .102 .721

7.352 1.470 .745 2.49a2. 독립 업무 처리 .116 .100 .071 .113 .803 .020 .687

a1. 동료 간섭 없음 .129 .113 -.181 .088 .769 -.024 .662

d2. 직무 비의존 수행가능 .131 .114 .103 -.075 .021 .814 .709

5.746 1.149 .743 3.30d3. 직무 책임완성 .101 .249 .221 .014 -.025 .774 .720

d1. 직무 독립 .228 -.124 .002 .056 .099 .773 .677

<표 7>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공간만족 평가지표의 구성

무만족과 공간만족평가에 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총

20개의 평가지표에 한 신뢰도계수(cronbach-α17))값은

0.850로 내 일 성이 높게 나타났다.

Kaiser-Meyer-Olkin(KMO)18)는 0.818이므로 꽤 좋은

편의 높은 수치로서 요인분석을 한 변수들의 선정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공간만족 평가지표의 요인분

석결과 아이겐 값의 크기, 스크리검사, 설명변량 등을 고

려할 때 6개의 요인이 한 것으로 단되었다. 요인

분석 결과에서 우선 공통성을 보면 각 변수의 변량은

67.4%에서 92.8%까지 설명되었다. 요인들이 각각

30.82%, 15.53%, 10.14%, 9.21%, 7.35%, 5.74%를 각각 설

명하여 체변량의 78.8%가 설명되었다. 각 요인의 요인

재값은 0.693에서 0.938까지이다.

신뢰성은 측정도구를 측정한 결과 오차가 들어있지 않

은 정도를 의미한다.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743에서

0.952까지의 신뢰수 을 나타냈으며, 평균값은 2.49에서

3.83까지로 나타났다.

요인1은 ‘동료들 간에 업무에 한 도가 잘 이루어

진다.’, ‘직장동료 간의 계는 매우 우호 이다.’, ‘업무상

곤경에 처했을 때 동료들이 잘 도와주는 편이다.’, ‘동료

들에 해서 신뢰감을 갖고 있다.’ 총 4개의 항목으로 구

17) 신뢰도계수(cronbach α)값의 해석 기 은 학자들마다 해석을 달리

하는 경향이 있으나 통상 시각에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6 이

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 상게서, p.96

18) 일반 으로 KMO 값이 0.90이상-상당히 좋음, 0.80～89 꽤 좋은

편, 0.70～79 당한 편, 0.60～69 평범한 편, 0.50～59 바람직하지

못한 편, 0.50 미만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단한다.

Kaiser-Meyer-Olkin는 변수들 간의 상 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상게서, p.63

성되었다. 구성되어진 항목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마찬가

지로 동일한 요인으로 구성되어진 것을 확인하 다. 요인

의 명칭은 선행연구와 같이 ‘동료 계수 ’으로 정하 다.

4개 항목들 모두의 cronbach-α값은 0.915로 매우 높은 수

치를 보여주어 일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변

량은 30.8%, 고유 값인 eigen-value는 6.16으로 나타났다.

제1요인의 의미는 소방공무원 직무특성상 조직 활동과

동료 간의 신뢰와 계가 직무안 과 성과에 가장 향이

미치는 것으로 반 된 결과라고 단된다. 요인2는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책임 윤리의식 수 ’으로 요인 차원을

명명하 으며, ‘업무수행에서 문가로서 윤리의식을 잘

수한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 은 설

하지 않는다.’, ‘민원인의 요구에 해서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다.’,‘ 문가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로 4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균값 3.83으로

측정요인들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소방공무

원들의 직무에 한 책임의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단된

다. 요인3은 ‘타 직업에 비하여 내 직업에 만족한다.’, ‘직

장생활에 만족한다.’, ‘이 직업을 택한 것을잘 했다고 생각

한다.’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 수 ’으로 명명하 다.

분석 결과를 보면,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는 ‘보통’

이상의 높은 만족 상태를 보이는 3.78을 나타났고 요인

구성에서 두 번째로 높게 만족도를 나타났다. 한 신뢰

도 계수도 95.2%로 매우 높게 나와 타당성 한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 요인4는 ‘ 재 생활하는 안 센터 실

내공간에 만족하고 있다.’, ‘타 안 센터에 비하여 내가

근무하는 안 센터 공간에 만족한다.’, ‘내가 생활하는 안

센터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알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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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통계량 분산설명력

B 표 오차 베타 TOL VIF

공간만족

(상수) 1.215 .609 1.996 .048

업무자율수 .518 .120 .330 4.311 .000 .944 1.060

책임/윤리의식 .165 .122 .114 1.353 .178 .776 1.289

동료 계수 -.191 .169 -.111 -1.133 .259 .576 1.737

직무정체성수 -.047 .121 -.032 -.391 .696 .833 1.200

직무만족수 .130 .124 .094 1.049 .296 .694 1.442

R²=0.123 수정 R²=0.095 F값=4.443 유의확률=0.001

주) p<0.05

<표 8> 공간만족과 직무만족의 향에 한 검증결과

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간만족 수 ’으로 명명하 다. 공간만족수

에 한 소방공무원의 단은 약간 불만족 한다는 의견

을 나타냈다. 요인5는 ‘업무와 련하여 상 기 의 통

제를 별로 받지 않는다.’, ‘실제 나의 의도와 방식 로 업

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의 업무는 조직 내의 상사나 동

료가 간섭할 수 없다.’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

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업무 자율성 수 ’으로 명명하

다. ‘업무자율성’수 에 한 평가는 불만족상태를 보여

소방공무원의 조직문화상 상 자 상 기 명령과 조

정이 많고 동료들과의 업이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으

로 단되며, 개인행동 독립 인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구성된 ‘나의 직무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수행가능하다.’, ‘나의 직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도록 되어 있다.’, ‘나의

직무는 다른 직무와 비교할 때 독립 이다.’로 요인분석

에 의한 제6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요인6은 ‘직무

정체성 수 ’으로 명명하 다.

직무정체성은 소방공무원의 각 개인별 소임과 역할이 지

정되어 있고 그 역할에 한 명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평가결과는 보통보다 조 높은 만족의 상태로

평가되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타당성 검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소방공무원 직무만족요소에 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6가지의 차원으로 ‘동료 계 수

’, ‘책임윤리의식 수 ’, ‘직무만족 수 ’, ‘공간만족 수

’, ‘업무자율 수 ’, ‘직무 정체성 수 ’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직무만족에 한 지각된 변수

들에 한 요인분석 결과 여섯 개의 독립된 요인으로 구

분되어 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요인 재 값이 최소 0.693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의 집

타당성도가 있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4.3. 회귀분석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공간만족평가 요소의 향 계 분석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놓는 공간만족

간에 향 계에 한 회귀식은 t값이 ±1.96보다 작고 유

의확률(p)은 .459로 유의확률기 p<.05보다 높으므로 기

각되었다. 따라서 인천지역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에

한 공간만족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공간만족을 종속변수로 놓은 직무만족요소에

의한 향 계에 하여 진행한 다 회귀식에서 업무자

율수 은 t값이 4.311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000으로 유의확률기 p< .05이므로 가설은 채택되어

유의미한 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다 공

선성은 분산팽창요인(VIF)는 10이상이고 공차한계는

(TOL)는 0.1이하이면 의심되는데 VIF는 1.060, TOL은

0.944이므로 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 직무만족 요소인 책임 윤리의식 수 , 동료

계수 , 직무정체성수 , 직무만족수 은 유의확률기

p<.05보다 높으므로 향 계가 없음으로 기각되었다.

<표 8>에 나타난바와 같이 유의미한 요소로 채택된

‘업무자율수 ’에 각 항목을 살펴보면, ‘나의 업무는 조

직 내의 상사나 동료가 간섭할 수 없다.’, ‘실제로 나의

의도와 방식 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업무와 련하

여 상 기 의 통제를 별로 받지 않는다.’의 내용으로 볼

때 업무와 련된 자율성의 수 이 높아지면 공간만족

평가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직무 의 공간구성 역과의 여

계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은 공간

구성의 계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2> 직무만족 향요소와 공간구성 역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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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공간만족수 ’, ‘업무자율성수 ’과 여된

공간구성 역과 하 세부 역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핵

심 직무공간과 비교하여 상시 비상 기상태인 소방공무

원의 직무특성상 기 역 출동 후 복귀 소방 원의

직무활동 역과 직무후생 역 등에 한 소방기 과 공

간계획자의 조직 , 공간 기획 인 배려가 필요하다.

즉, 최근 두되고 있는 외상후스트 스(PTSD)에 노출

된 소방 원의 치유환경개선의 필요성과 같이 소방공간

의 실제 사용자인 소방공무원을 배려한 공간계획의 필요

성과 소방공무원의 내면 욕구와 심리의식구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재해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구해주

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재난에 비해

할 근무지에 상시 비상 기하는 그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직무스트 스를 감소시켜 국민 서비스제공

의 정 인 흐름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데서

시작하 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을 하여 직무공간

에 하여 실태를 조사하 고 신뢰분석과 요인분석을 통

한 결과에서 그들의 직무만족 평가는 동료 계와 책임·

윤리의식수 그리고 직무정체성수 에서 만족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만족도 평가에서 ‘업무자율성수 ’과 ‘공간만족’

은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나타났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공간만족’과 ‘업무자율성수 ’ 간의 계에서 유의미한

향 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리고 국내 소방공

무원의 경우 직무만족에 한 향요소로 공간만족 요소

는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소방공무원의 직무특

성상 재난재해의 장에서 국가직무인 구조, 구 을 하

는 긴장된 순간을 안 하게 수행하기 하여 조직의 체

계와 일사불란한 동생활의 문화가 요한 것으로

단된다. 즉, 개인 의 행태와 생활보다 과 조직이

우선되는 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러므로 직무만족

에 한 향요소에서 조직 내부구성원 간의 ‘동료 계

수 ’과 비상 기 생활동안의 개인의 ‘업무자율성 수 ’

이 직무만족에 가장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공간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업무자율

성 수 ’은 조직생활에서 소방 원 개인의 업무자율성이

있을 때 공동체 생활이 아닌 개인의 주변 공간요소에

심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향후 소방공간계획에서 소방조직의 특수한 문

화를 반 한 각 소방 원의 업무자율성을 활성화하고 동

료들과의 계를 정 으로 이끌 수 있는 상호간의 소

통할 수 있는 공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향후 소방 공간디자인과 건축계획에 기 인 자료

로 사용되고 소방공무원 실무자들을 한 공간 환경개선

을 한 설계방향의 기반자료로 사용되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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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동료 계수

책임윤리의식수

직무만족수

공간만족수

업무자율성수

직무정체성수

<표 9>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공간만족 평가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