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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개선방안
-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 디자인 개선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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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방세 고지서 개선방안에 관한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기도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의 
개선방안을 진행한 후속연구이다. 식상한 디자인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세 고지서는 제공자 중심으로 제
작되어 납세자의 이해를 저하시키고 납세라는 부정적 경험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이미 몇몇 지자체에
서는 이러한 지방세 고지서를 개선시키고자 고지서 리디자인을 실행하였으나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
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작업을 진행하였다. 고지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
고 납부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납부확인란을 추가하였다. 또한 세목별과 기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차별
화를 진행하였으며 납세자의 이해도 증진과 가독성 확보를 위해 레이아웃을 재배치하였다. 그리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선방안을 현실적으로 적용시켜 고지서의 효율적인 개선과 함께 납세자들의 이해와 경험을 증진시키
고자 하였다. 본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 개선작업으로 공공서비스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선진화된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주제어 : 지방세, 세금고지서, 납세, 서비스디자인, 공공디자인, 수용자 중심

Abstract  I conducted this study, trying to improve the methods of Sung-Nam city local tax bills, which was 
based on my previous study where I suggested methods into developing redesign of tax bills. Local tax bills 
are labeled to be very intricate and puzzling experience to tax payers. To resolve this issue, several local 
governments have redesigned their tax bills for citizens; however, it was not effective. Therefore I apply the 
methods to protect their privacy on tax bills and provide checks on their pay bills. Also I design to distinguish 
between different taxes and change into a better layout for their legibility and better understanding on tax bills. 
From my previous study, I utilized suggestions into Sung-Nam local tax bills which changed flaws into 
improvements and easier understanding of the tax payers. I believe the improvements in Sung Nam local tax 
bills will pursue the public interest of the community through public service design 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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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자인은 산업과 문화의 핵심으로 시 의 변천과 함

께 사회 , 경제 , 문화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역할

을 해오고 있다. 디자인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가치를 부

여하는 심미 인 역할 뿐만 아니라 창조 인 디자인 사

고를 통한 문제해결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

하고 정 인 변화를 이끌어냄으로 그 향력을 확 해

가고 있다. 최근 공공서비스 신을 주도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디자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디자인이 유형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변화에까지 향을 미침으로 사회 반에 정  변

화를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1].

오늘날 디자인에서 사용자인 인간의 감성과 경험은 

무엇보다 요한 요소이다. 디자인이 형태와 기능뿐 아

니라 사용자의 감성 인 측면까지 고려한 다학제 인 측

면을 요구되며 더 이상 제공자 심이 아닌 수요자 심

에서 그들의 감성과 경험까지 이해한 경험디자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디자인을 넘어 문

화, 행정으로까지 그 향력을 확 하고 있으며 물질

인 형태의 디자인에서 무형의 서비스를 포함한 개념으로 

확 되어 가고 있다. 다시말해, 수용자를 심으로 한 디

자인은 그들의 감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디자인이 외형 심의 물질 인 측면에서 비물질

인 무형의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일종의 서비스 로세스 

개념으로 변화하 다는 것을 뜻한다[2, 3].

서비스 경제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비스 시장의 확 가 

속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변화는 서비스 역에서 디

자인의 요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사회

반으로 확 되고 있으며 비효율 인 행정서비스를 제

공해오던 많은 공공기 들도 효율성, 효과성제고라는 시

 요구에 직면해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고 있다[4]. 

재 우리나라는 GDP  사회서비스 공공부분 지출이 약 

7%로 OECD 평균인 20.6%의 3분의 1 수 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역할에 한 인식 강화와 지속 인 

공공서비스 부분의 신이 시 한 실정이다[5]. 이에 제

공자 심의 경직되고 행 인 공공 역에 해 사회 

반에서 공공디자인에 한 개선요구가 확산되고 있으

며 공공디자인의 신을 통한 공익추구와 공공디자인 서

비스의 선진화에 우리 모두가 심을 갖고 수요자 심

의 변화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2. 공공서비스 디자인

2.1 공공서비스의 정의

기업의 이윤추구와 함께 진화되어 왔던 디자인의 역

할과 범 가 확 되고 있다. 기존의 산업디자인이 도외

시했던 비가시 인 서비스디자인, 공공디자인, 국가 정체

성 디자인 역 등으로 디자인의 역할이 확 되고 있으

며 특히 ‘공공서비스’ 역으로의 확 가 두드러지고 있

다.

‘공공서비스’는 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공공의 성격을 

가지는 는 공동으로 생산․소비되는 서비스를 가리키

는 것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공의 복지를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6]. 공공서비스 분야는 개 공 자

가 유일하기 때문에 시장 경쟁을 통한 발 을 기 하기 

어렵다. 공공서비스는 사회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이기에 

선진국은 일 이 서비스도 디자인의 상으로 포함시켜 

인식하고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신하고 사회 안의 문제를 효율 으로 해결하기 해 

노력해오고 있다[7]. 

2.2 서비스디자인의 개념

공공서비스 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의 

등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디자인의 역할이 요구

되면서 공공서비스 신을 실행할 방법으로 서비스디자

인방법론이 등장하 다. ‘서비스디자인’이란 유․무형의 

매개체를 통한 우리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유․무

형의 서비스 요소를 가시화하여 통합  사용자 욕구를 

분석하는 사용자 심의 신 인 디자인 방법론이다[8]. 

이와 같이 무형의 서비스를 시각화․실제화하고 사용자

에게 일 된 경험을 제공하는 체계 인 방법론을 갖춘 

서비스디자인은 기업의 이익창출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

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3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윤성원(2010)은 공익  가치에 한 사회  심이 나

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디자인을 통한 공공 역의 서비스 

신을 이루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  근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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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주장하 다. 

첫째, 공공 역의 서비스 개선을 한 략 로드맵을 

개발하여야 한다. 시 성과 효과성을 기 으로 교육·국

방·치안·보건·교통 등 분야별 서비스 신 상을 선정하

고 이에 따른 추진 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서는 정책형성 단계에서 정책 상  계부처와 의체

를 구성해야 한다. 디자인을 디자인산업의 역 내에 범

주화 해 두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시 지가 생길 수 없

다. 정부 부처 간 높은 벽을 넘어 수평  연결이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국내외 

우수 사례 연구를 통해 공공분야 서비스디자인의 방법론

을 개발하여야 한다. 성공사례를 표 모델로 다듬어 공

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워크로서 발 시켜야 한다. 

셋째,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신을 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슈별 련 부처  기  간 

력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 략 로드맵에 따라 단계 으

로 범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성이 큰 분야 

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용 필요성에 해 국민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 반에 공공서비스디자인 개선에 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민간 부문으로 수요시장을 지속 으

로 확 해가야 할 것이다[7]. 

2.4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오랫동안 디자인은 기업의 이익창출을 해 그 역할

을 수행해 왔다. 이제는 디자인을 공공의 문제해결을 

한 신의 도구로 활용해야 할 때이다. 공 자의 효율성 

주로 제공자 에서 구축되어진 공공서비스에 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수요자 심으로의 공공서비스 

신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9].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시범 으로 공서의 행정 서식류 디자인을 공공기 인 

제공자 입장에서 수요자 심으로 서식류를 개선하고 업

무 차  시스템 개선을 시도하여 공공서비스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쌓이고 연구가 거

듭되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표 인 공공서비스 모델

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7]. 

그리하여 시민이 원하는 쉽고 편하게 이용가능한 공

공서비스의 신과 변화를 통해 [Fig. 1]에서 정리한 것

처럼 공공서비스에 한 시민 만족도  이용률 개선을 

이루기 해 효율성 높은 공공서비스, 만족도 높은 공공

서비스, 신뢰성 높은 공공서비스로 공공서비스의 선진화

를 추진해야 한다[10].

[Fig. 1] Advancement of Public Service

3.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계자 심층 인터뷰  시민 설문조사 등의 

기  조사를 통해  고지서에 한 문제  분석하고 개

선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11]를 토 로 진

행한 후속연구이다. 박진희(2014)의 연구에서  고지서 

분석  계자 인터뷰를 토 로 시민을 상으로 한 

FGI를 통해 고지서를 수령에서부터 납부에 이르기까지

의 납세자들의 경험과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악한 결과, 

복잡하고 다원화된 납부방법과 납세자의 혼동을 유발하

는 요소에 한 정리가 요구되었으며 최종 도출된 성남

시 지방세 고지서 개선방안은 크게 개인정보 유  방지, 

납부확인란 추가, 세목별과 기분별 구분, 가독성 개선  

이해도 증진이라는 4가지 핵심가치의 개선이 제시되었

다. 

따라서 본 후속연구에서는 이 4가지 핵심가치 항목을 

심으로 각 세부 항목별로 디자인 개선방안들을 검토하

여 이들 에서 가장 실 으로 용 가능한 방안을 채

택하여 실제 성남시 고지서 디자인 개선 작업에 용하

여 개선안을 진행하 다. 그리하여 수요자 심의 효율

인 정보 달을 한 시각  개선과 시민의 편의제공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정  경험과 감성  변화를 이

끌어내는 사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통한 공공디자인 서비스 개선작업으로 지역

신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수 십년간 획일화되게 료 심

인 세 고지서를 행정 인 입장에서 벗어나 납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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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하는 수용자 심의 디자인 개선은 시민의 이

해도를 증진함과 동시에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디자인

을 통한 사용자의 경험과 감성을 정 으로 개선시키는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좋은 신사례가 될 것이다. 

4. 성남시 고지서 디자인 개선안

4.1 개인정보 유출 방지

오늘날 IT의 발 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의 요성은  커지고 있

다. 자  형태로 생성·보 되는 개인정보는 인터넷의 

발달로 활성화되고 그 역기능인 무제한  유출로 인한 

복제·확 ·재생산·유통되어 개인정보 유출로 심리 , 경

제 으로 다양한 피해가 심각한 수 에 와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해서는 꾸 히 주장되고 있으나 

실 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2]. 

박진희(2014)의 연구결과, 자동납부의 확산으로 납세 

후에 고지서를 보 하기보다는 폐기하는 경우가 증가하

다. 고지서의 특성상 폐기 시에 본인의 이름 뿐만 아니

라 주소, 재산세 내역, 자동차 번호 등등의 요한 개인정

보의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에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함

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기기를 통한 

자동납부가 증가하면서 고지서 페기 시 그 어느 우편물

보다도 납세자들이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11]. 따라서 이러한 근본 인 문제에 한 개선방안으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한 다양한 개선방법을 모색한 결

과, 개인정보 보호를 해 지방식의 변경을 통한 방법

과 이아웃의 재배치를 통한 방법 그리고 취선 추가

를 통한 방법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지방식의 변경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방법은 

가장 이상 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재 고지

서 지에 사용되고 있는 고가의 지기계 자체를 교체

해야하는 하드웨어  변경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실

으로 큰 비용  부담이 수반되어 이 방안은 불가피하게 

배제되었다. 

취선 추가를 통한 개인정보 제거 방법 한 용하

기 쉽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실 인 비용부담 때문

에 한 배제되었다. 재 고지서는 5g의 무게를 가진 얇

은 종이로 제작되어 취선을 추가할 경우 취선을 따

라 찢다보면 원치 않는 부분까지 쉽게 찢어지는 치명

인 문제가 발생하 다. 물론 이미 용되고 있는 신용카

드나 백화  고지서처럼 취선을 감당할 만큼의 두께를 

가진 종이를 사용하면 되지만 시민의 세 으로 제작되는 

고지서이기 때문에 종이무게의 상향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우편요 이 5g까지는 270

원이지만 5g를 추가하게 되면 300원으로 인상되면서 성

남시 50만 가구의 우편 비용부담이 연간 수 천 만원에 이

르게 되고 이는 추가된 비용을 시민들의 세에서 지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비용 비 체감하는 효용가

치가 떨어질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충안으로 가

장 쉽게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고지서의 표지와 아랫단 

개인정보 부분에만 기본 인 취선을 추가하여 납세자

들이 필요시에 개인정보부분만을 제거 할 수 있도록 하

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최종 용하 다[Fig. 2].

[Fig. 2] Add the perforated line

끝으로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최 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다른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이아

웃의 재배치를 통한 문제해결이었다. 페이지 체에 걸

쳐 펼쳐져 있던 복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제공되던 개

인정보를 과감히 삭제하고 개인정보를 최 한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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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단 페이지의 왼쪽 한 쪽에 배치시켰다[Fig. 3]. 그리

하여 폐기를 원할 시에 체 으로 훼손하지 않고 손쉽

게 그 부분만 훼손하여 폐기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진

행하 다.

[Fig. 3] Personal information to one side

4.2 납부확인란 추가

박진희(2014)의 연구결과,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확

산으로 은행을 방문하여 직 납부를 하던 납부방식에서 

자동이체나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로 납부방식이 진화

되고 있었다. 재 고지서에서 제공되는 납부방법들을 

살펴 도 부분이 편리한 인터넷이나 기기를 이용한 방

법들을 주로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듯 인터넷을 

통한 자동납부가 주를 이루다보니 다양한 납부들과의 혼

동으로 인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납부여부에 

한 납세자의 기억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복납부로 착각한 민원이 많았다[11].

따라서 납세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납부확인란을 추

가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 다. 

우선 납세확인란의 형태는 납부 후 간단히 납부여부를 

메모할 수 있도록 기본 인 체크박스 형태를 도입하 으

며 치는 납부 액이 명시된 바로 에 찾기 쉽게 배치

하고 간단히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디자인하여 정보의 연

결성과 상 성을 도모하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

다. 납세자들이 납부 유무 뿐만 아니라 본인이 납기 내에 

납부했는지 납기 후에 납부했는지도 구분할 수 있게 확

인란을 양분화하여 제공하여 추가 인 편의도 도모하

다.

구에게나 납세는 기쁘고 즐거운 경험은 아니다. 납

세자들에게 마치 정기 인 빚과 같은 납세라는 부정 인 

경험을 조 이라도 완화시키기 해서 시각 으로 이들

에게 즐거움과 재미라는 요소를 제공하여 정 인 감성

을 이끌어내고자 시각 으로 호감이 가고 친근한 아이콘

을 사용하 다. 기 작업진행 시안에서는 납기 내는 웃

는 모습을 납기 후는 찡그린 모습을 표 하 으나 납세

자들이 가산 과 함께 체납된 세 을 납부하면서 거부감

이나 반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납기 내는 웃는 

모습으로 납기 후에도 미소짓는 모습으로 최종 수정하여 

용하 다[Fig. 4].

 

[Fig. 4] Insert the check box for pay bill

4.3 세목별 기분별 구분

박진희(2014)의 연구결과, 기분별 납세는 가장 많은 

민원 발생하는 부분으로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스러

워 하는 부분이었다. 특히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일 년에 

2번, 동일한 액이 균등분할해서 고지되는데 7월, 9월이

라는 근 한 시간차로 인해 복고지로 오인한 사람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한  고지서는 세목별 차이가 

없이 모두 하나의 일 된 형태와 칼라의 양식을 사용하

고 있어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다양한 지방세 세목

들 간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들의 혼동을 더욱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었다[11].

컬러는 디자인에 있어 핵심 인 요소로 지구상에서 

가장 표 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통 인 시각언어이다. 

인간의 정서와 감정에 칼라는 친근하게 근되어 사용되

며 메시지의 달 기능을 효과 으로 보조하는 요한 

요소로 체계있는 컬러계획과 사용은 달하고자 하는 메

시지를 차별화시키고 달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13]. 따라서 우선 칼라체계가 없이 구분이 모호한 세목

별 지방세 고지서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일차 으

로 각각에 세목에 차별화된 고유 칼라를 용하 다. 자

동차세는 블루, 주민세는 그린, 재산세는 오 지, 등록면

허세는 퍼 로 세목별 칼라를 부여하여 고지서를 수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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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납세자들이 한 에 쉽게 시각 으로 세목을 구

분할 수 있도록 차별화 작업을 진행하 다[Fig. 5]. 

 [Fig. 5] Icons for types of tax bills

한 차별화된 칼라 부여방법에 추가하여 각 세목을 

상징하는 명확한 상징 아이콘을 사용하여 세목간의 차별

화를 배가시키고자 하 다. 세  고지서는 특성상 남녀

노소를 모두 타겟으로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의 다양한 

모든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

이고 평등성에 기반을 둔 유니버셜한 형태의 아이콘

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하 다. 이는 정확한 정보

달을 해 직 인 형태의 인지 인 측면이 심미 인 

측면을 앞선다고 단하 고 시각  단순화를 통한 메시

지 달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14, 15].

기분별 구분도 1, 2 기분을 차별화시켜 나타내기 해 

세목명과 아이콘 에 기분을 추가 으로 다시한번 표기

하여 자와 아이콘의 조합을 통한 복효과로 시각 으

로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하 다. 한 고지서 상단에는 

세목 아이콘 에 ‘7월과 9월에 가각 1/2씩 동일한 액

이 부과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 으로 기재하여 기분별 

납세에 한 납세자의 혼동을 이고자 하 고 하단에는 

배경에 1, 2 기분을 나타내는 큰 숫자를 강조하여 기분별 

차별화를 도모하 다.[Fig. 6]. 

 [Fig. 6] Property tax bills

4.4 가독성 개선 및 이해도 증진

박진희(2014)의 연구결과, 세  고지서를 펼치면 일반 

납세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복잡하고 어려운 법

용어들이 많았다. 이런 어려운 용어는 가독성이 낮은 폰

트와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이아웃과 함께 납세자들에

게 짜증나는 경험으로 느껴지고 있었다. 선행연구의 설

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분의 납세자들이 세  고지서

에서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정보는 ‘납부 액’과 ‘납부기간’ 

그리고 ‘납부방법’이었다[11].

따라서 고지서를 펼쳤을 때 가장 시각 으로 한 에 

들어오는 간 단에 모든 정보를 과감히 삭제하고 납세

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주요 정보인 ‘납부 액’과 

‘납부날짜’ 그리고 ‘납부방법’만을 최 한 가시 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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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배치하여 시각 으로 명료하고 단순하게 느껴지

도록 큰 씨로 표 하 다[Fig. 7]. 

[Fig. 7] Layout for the middle part of tax bills

뿐만 아니라 체 으로 3단 그리드를 활용하여 최

한 정보들을 분할된 틀 안에 정리하여 단순화시키고 나

머지 정보들로 면 분할을 통해 체계 인 구조 안에 정리

되도록 이아웃을 배치하 다. 일반 납세자들이 이해하

기 힘들어했던 복잡하고 어려운 법 용어들도 최 한 정

리하여 납세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개선하 으며 

복된 내용들도 최 한 정리하여 복잡한 부가내용들은 

모두 뒷면에 배치함으로써 앞면을 시각 으로 여유를 느

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정리하 다. 그리하여 납세자

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고지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달되도록 개선함으로써 궁극 으로 납세자들의 이해도 

증진과 정  경험으로의 변화를 도모하 다.

끝으로 고지서 앞면에서 정리된 내용  삭제하기 어

려운 내용들은 뒤쪽으로 배치시키면서 뒷면에 있던 일반

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법  내용들을 최 한 알기 

쉬운 법  용어로 정리하여 최 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정하 다. 한 복잡하게 뒷면의 여기

기에 배치되어 있던 시정 련 소식과 홍보들을 맨 아

랫단에 고정된 시정홍보 역을 배치하여 질서를 부여하

다.

5. 결론 

본 연구는 제공자 심의 경직되고 행 인 공공서

비스 역에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공공서비스의 신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

고자 하는 목 으로 진행되었다. 청 심 으로 제작

된 고지서에 납세자들의 요구사항을 반 하여 보다 시민

들이 친근하고 편리하게 느끼도록 개선함으로써 수용자 

심의 세  고지서를 제안하 다. 개선  고지서[Fig 

8]와 개선 후 고지서[Fig. 9, 10]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 8] Front side tax bills before renewal

 [Fig. 9] Front side tax bills after 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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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Back side tax bills after renewal

박진희(2014)에서 제시된 핵심가치 항목인 개인정보 

유출방지, 납부확인란 추가, 기분별 세목별 구분 그리고 

가독성 개선  이해도 증진이라는 4가지 항목을 심으

로 각 세부 항목별로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에 한 근본

인 개선방안들을 검토하고 이들 에서 가장 실성 

있게 용 가능한 방안으로 실제 고지서 디자인 개선 작

업을 진행하 다.

납세자들이 민감해하던 개인정보유출은 상단에 취

선을 추가하여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하 으며 

간 단에는 복된 개인정보를 최 한 삭제하여 최소화

시키고 하단에는 이아웃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최

한 한 쪽으로 배치시켜 만약 폐기하는 경우 손쉽게 분쇄

하기 쉽도록 개선하 다. 

한 자동이체의 확산으로 은행창구를 이용한 납부가 

어들면서 납부확인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납부확인란을 추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 으

며 납부확인란에 감성 인 느낌을 주도록 이모티콘을 사

용하여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의 고지서에 따뜻한 유머

를 제공하고 정  감성을 부여하는 개선을 도모하 다.

납세자들의 가장 불편해하고 한 많은 민원이 있었

던 기분별, 세목별 차별화 개선작업은 명확한 차이를 느

낄 수 있도록 각 세목별로 서로 구분되는 명확하고 

한 칼라를 부여하여 시각 으로 한 에 차별화되도록 

개하 으며 한 추가 으로 세목을 상징하는 명확한 

아이콘과 자표기를 사용하여 세목명의 메시지 달력

을 배가시켰다. 기분별 구분도 1, 2 기분을 나타내는 숫자

를 사용하여 직 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고 이에 덧붙

여 문구로 다시 한 번 1년에 같은 액이 두 번 부과된다

는 것을 강조하여 납세자의 혼동을 이고자 하 다.

끝으로 체 인 이아웃은 고지서를 열었을 때 가

장 에 들어오는 간 단에 모든 내용을 과감히 정리하

고 오직 납세자들이 알고 싶어 하고 가장 요한 정보인 

‘납부 액’과 ‘납부날짜’ 그리고 ‘납부방법’만을 한 에 

들어오는 큰 씨로 표 하 다. 뿐만 아니라 체 으

로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을 최 한 정리하여 납세자들

의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개선하 다. 복된 내용들을 

최 한 삭제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고지서

의 내용이 달되도록 개선하고 요한 정보만을 앞면에 

남기고 나머지 정보는 뒤쪽으로 배치하 다. 끝으로 뒷

면 하단에 시정홍보 역을 고정으로 배치하여 시각 인 

정리와 질서를 도모하 다. 

모바일기기의 확산과 함께 은 층을 심으로 차

으로 기기를 통한 자동납부로 납세방식이 옮겨가고 있

는 추세이다. 언젠가는 종이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가 사

라지겠지만 실 으로 노년층이 증가되고 있는 인구통

계학  구성과 소득계층의 분포로 인해 당분간은 기존

의 종이 고지서를 통한 납부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상

되며 다른 매체들의 디지털로의 환이 그러했듯이 어느 

정도의 매체 환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상된다. 본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 개선작업으로 디자인을 통한 공공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 으며 수요자 심의 이러한 공

공서비스 신을  통해 선진화된 공공서비스로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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