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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 에서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수동 인 객

체가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평가하고 능동 으로 구매하는 고객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

민을 상으로 하여 복지정책, 산업정책, 교육문화정책, 생활환경정책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콘텐츠에 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보건복지정책, 교육문화정책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 중심어 :∣지방정부∣정책콘텐츠∣주민만족도∣

Abstract

Residents of the municipalities in administrative services are recognized as active objects and 

active customers who purchase the public services. This study analyzes, by quantitative 

approach of surveys, the residents' awareness of the quality of five policy content areas. The 

results show that awareness of the quality of the five contents areas is substantially below 

average. Less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management leadership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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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90년  반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출발한 고객

지향  정부의 이념은 세계 각국 정부로 되면서 

정부내의 고객인 국민, 시민, 주민들에 한 심을 환

기시켰으며, 정부의 고객인 시민들의 요구(needs)  

응(response)에 한 심 역시 증폭되었다. 그동안

의 고객은 민간기업에서만 시되던 개념으로서 공공

부문에서 정부서비스의 주요 소비자로서 주민, 시민들

은 공공부문의 고객으로 인식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고

객지향  정부에서의 주민, 시민들은 정부서비스의 소

비자로서 그들이 세 이라는 을 지불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었다. 따라

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만족도를 높일 만한 공공서비스 

혹은 정책들을 제공할 수 있는가가 요하게 논의되었

다. 즉, 공공부문의 고객만족도가 요한 심사가 되기

에 이르 다. 

행정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 에서,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수동

인 객체가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평가하고 능동 으

로 구매하는 고객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세계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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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화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극 으로 처하기 해

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앙행정의 하 부서가 아니라, 

고객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 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콘텐츠에 

한 만족도를 측정하므로서 지역주민 심의 정책콘텐

츠를 수립하고 지역주민을 한 정책집행을 실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을 상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분야별 정책콘텐츠에 한 만

족도를 측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민만족도에 한 이론  검토를 

하 다. 둘째, 지역주민들을 상으로 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콘텐츠에 한 만족도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끝으

로 지방정부 정책콘텐츠 만족도 수 을 제고하기 한 

정책 안을 제시하고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정부정책콘텐츠에 대한 주민만족도 선행연구
지방정부의 정책콘텐츠에 한 만족도 조사는 공공

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들의 정책수요에 하여 지방

정부가 얼마나 잘 응 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볼 수 있

는 기회가 된다. 즉,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측정

을 통해 지방정부의 해당정책콘텐츠에 한 책임성을 

확보할수 있으며, 정책콘텐츠 분야별 담당자에 한 성

과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도 있다. 한 주민들의 정책

콘텐츠 수요변화를 악하므로서 지역주민들의 복지향

상을 꾀할수 있다[1]. 아울러 주민만족도 측정결과를 활

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정부정책에 한 신뢰도와 정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2]. 이처럼 공공부문 서비스

에 한  주민만족도 측정은 지역사회 공공정책콘텐츠

에 한 수요를 측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은 분야별 정책콘텐츠에 한 주

민만족도 조사에 한 연구들을 진행시켜왔다. 우선, 경

찰, 소방, 생, 교육, 거리등 5개 분야의 정책콘텐츠에 

한 주민만족도 평가연구를 수행한 Fitzgerald & 

Durant(1980)[1]의 연구가 있으며, 보건, 쓰 기수거, 상

수도, 교육, 문화 술, 사회복지, 교통, 환경, 주·정차단

속, 도로·하천 리 등의 10개 분야에 한 정책콘텐츠 

만족도를 조사한 황명찬 외(1997)[3]의 연구가 있다. 

한 생활환경분야, 민원서비스분야, 도로·교통환경분야, 

생환경분야, 정보화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문화

분야, 동사무소서비스 분야 등의 8개분야에 한 주

민만족도를 측정한 오 균(2006)[4]의 연구가 있다. 

한 사회보건복지분야, 환경분야, 도시건설교통분야, 세

정분야, 문화 분야, 지역경제분야, 기 리분야 등

에 한 정책콘텐츠 만족도 측정에 한 연구를 수행한 

제갈돈 외(2002)[5]의 연구가 있다. 그이외에 행정 리

분야, 주민복지분야, 산업진흥분야, 지역개발분야, 체

육·문화· 술분야, 민방 분야 등의 6개 분야에 한 

주민만족도를 측정한 연구로는 송건섭·이환범(2002)[6], 

박기 (2001)[7] 등의 연구가 있다. 한표환(2001)[8]은 

일반행정 신분야, 복지환경개선분야, 지역경제진흥분

야, 지역개발확충분야, 주민안 리분야 등 5개 분야 

정책콘텐츠에 한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다. 

2. 지방정부 정책콘텐츠 
본 연구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수행했던 선행연

구에서 다루었던 정책콘텐츠 에서도 연구자들이 

복 으로 다루었던 분야의 정책콘텐츠만을 선택하

다. 즉,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는 그동안 선행연

구들에서의 핵심 정책콘텐츠만을 다루고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 정책분야별 콘텐츠는 지

방정부가 수행하는 기능 는 활동분야의 콘텐츠를 의

미한다. 지방자치법 9조에서 제시하는 지방정부의 주요

분야별 정책콘텐츠는 주민 복지증진분야, 산업진흥분

야, 생활환경분야, 교육문화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각 분야별 정책콘텐츠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궁

극 으로 지방정부의 주요분야의 정책콘텐츠가 추구하

고자 하는 목표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4가지 분야의 정책콘텐츠에 

을 두어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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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민만족도 측정을 위한 분석틀

주민복지분야는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와 복지시책

실천, 복지사업 리  보건의료와 련된 분야로서 사

회복지시설의 설치, 운 에 한 업무, 보건진료기 의 

설치·운 에 한 업무, 질병의 방과 방역등과 련

된 정책분야이다. 산업진흥분야는 산업지원, 소기업

지원, 지역불균형 해소등과 련된 분야로서 농림·상공

업의 생산 유통지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소기업

의 육성등과 련된 정책분야이다. 생활환경분야는 환

경 리역량시책, 환경기반조성노력 등과 련된 분야

로서 공원녹지 등 휴식공간, 청소  하천 리, 재해

책수립과 련된 정책분야이다. 한 교육문화분야는 

각종학교의 설치운 , 공공체육문화시설설치  리 

등과 련된 정책분야이다. 

III. 조사설계

1. 조사대상
본 연구 상인 Y군은 경기도에 치하고 있으며, 경

기도 군지역  인구가 가장 많은 107,121명이다. 재 

1읍, 9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정책콘텐츠에 

한 주민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Y군에 거주하고 있

는 군민들을 무작 로 추출하여 총 300여명을 상으

로 하여,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1년 1월 14일까지 약 

21일에 걸쳐 실시하 다. 조사방법은 면 조사와 우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배포된 400부의 설문지 

에서 310부가 회수(회수율 78%)되었으며, 이 에서 

설문에 응하지 않거나 분석에 부 합한 설문지를 제외

하고 실제 분석에는 291부가 이용되었다.

표본 상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49.8%(145명)를, 여자가 50.2%(146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 (29.2%)와 40 (24.1%)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학력에 있어서는 고졸이하

가 47.0%(134명)를, 문 졸이 22.8%(65명)를, 졸자

가 28.4%(81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원이상의 학력

자는 1.8%(5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

업에 있어서는 자 업 종사자가 체 응답자  

38.5%(111명)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

고 있었으며, 매/서비스직업종사자가 18.1%(52명)를, 

업주부가 12.8%(37명)를, 학생이 10.8%(31명)를, 농

어민이 9.7%(28명)를, 생산직이 4.5%(13명)를, 무직이 

2.4%(7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거주지별

로는 응답주민의 38.1%(110명)가 Y읍에 주거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응답주민들은 9개 면에 비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4개 분야별 정책콘텐츠에 한 만족도

를 측정하기 해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1)보건

의료  소득층 지원에 한 만족도 2) 교육문화서비

스 만족도 3) 소상인지원만족도, 4) 지역불균형해소 

만족도, 5) 청소  환경만족도, 6) 공원녹지 등 휴식공

간만족도를 묻고 있다. 설문항목은 Likert 평정방식에 

따라 1 에서 5 으로 하는 5  척도에 의하여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정책콘텐츠에 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인구통계변

수들과 분야별 콘텐츠 만족도간의 계를 살펴보기 

해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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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변수 구분 빈도(명) 유효퍼센트(%)

성   별

남 145 49.8
여 146 50.2
합계 291 100
무응답 4

연   령

10대 12 4.1
20대 54 18.6
30대 85 29.2
40대 70 24.1
50대 56 19.2

60대 이상 14 4.8
응답자합계 291 100
무응답 4

학   력

고졸이하 134 47.0
전문대졸 65 22.8
대졸 81 28.4

대학원이상 5 1.8
합계 285 100
무응답 10 2.9

직   업

농어민 28 9.7
생산직 13 4.5
자영업 111 38.5

판매/서비스직 52 18.1
기업체 회사원 4 1.4
공무원 계통 5 1.7
전업주부 37 12.8
학생 31 10.8
무직 7 2.4
합계 288 100
무응답 7

거주지

Y읍 110 38.1
J면 9 3.1
K면 94 32.5
N면 19 6.6
H면 14 4.8
G면 8 2.8
S면 8 2.8
D면 9 3.1
B면 11 3.8
C면 7 2.4
합계 289 100
무응답 6

IV. 조사결과의 분석

1. Y군의 정책콘텐츠 만족도 요약
Y군의 지역주민 생활과 련된 4개 분야별 정책콘텐

츠정부지식콘텐츠에 한 만족도 측정을 한 6가지 

항목에 한 평균값을 보면, 모든 문항에 해 5 만

에 3  이하의 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 6개 

항목에 해 Y지역주민들은 반 으로 보통이하수

의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산업진흥

분야의 정책콘텐츠에 한 만족도가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분야에 한 만족도는 다른 분야

에 비해 다소 높은 평균값(2.70)을 보이고 있다. 

표 2. 분야별 Y군 정책콘텐츠 만족도 평균치(5점만점)

 
보건의료저
소득층지원

분야
문화교육
서비스

중소
상인분야쇼핑시설 청소 및

환경분야
공원녹지

등
휴식공간

지역
불균형해
소노력

평균값 2.6983 2.5612 2.3946 2.2560 2.4780 2.5898 2.4452

표준편차 0.88861 0.875140.916720.975391.02951 0.99209 0.84162

2. Y군의 분야별 정책콘텐츠 만족도 측정결과
먼  보건의료, 소득층 지원분야의 경우 만족도에 

있어 ‘보통’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응답이 유효응답

자  48.8%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

족수 의 응답이 15.2%의 상 으로 낮은 비 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보건의료, 저소득층 지원분야 만족도

 분야 척도 빈도 퍼센트 유효% %

보건의료, 
저소득층
지원분야

매우불만 28 9.5 9.5 9.5
약간불만 84 28.5 28.5 38.0
보통 138 46.8 46.8 84.7

약간만족 39 13.2 13.2 98.0
매우만족 6 2.0 2.0 100.0
합계 295 100.0 100.0  

여주군의 문화 교육서비스 분야의 경우 불만이라는 

답변이 유효응답자의 47%로 매우 높았다. 한‘보통’이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응답이 유효응답자  40.1%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 으로 만족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왔다. 반면에 약간만족 는 매우만족이라고 응

답한 비율은 불과 12.9%에 불과하여 이 분야에 한 행

정서비스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수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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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문화교육서비스 분야 만족도

 분야 척도 빈도 퍼센트 유효% %

문화교육
서비스
분야

매우불만 32 10.8 10.9 10.9
약간불만 106 35.9 36.1 46.9
보통 118 40.0 40.1 87.1

약간만족 35 11.9 11.9 99.0
매우만족 3 1.0 1.0 100.0
합계 294 99.7 100.0  
무응답 1 .3   

전체합계 295 100.0   

한 [표 5] 여주군의 소상인 지원분야에서는 불만

이라는 답변이 유효응답자의 51.4로 ‘보통’(40.8%)응답

자보다 많았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체 응답자의 

7.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주

군의 소규모의 세상인들에 한 정책이나 행정지

원에 한 불만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중소상인지원 분야 만족도

분야 척도 빈도 퍼센트 유효% %

중소상인 
지원분야

매우불만 55 18.6 18.7 18.7
약간불만 96 32.5 32.7 51.4
보통 120 40.7 40.8 92.2

약간만족 18 6.1 6.1 98.3
매우만족 5 1.7 1.7 100.0
합계 294 99.7 100.0  
무응답 1 .3   

합계 295 100.0   

Y군의 지역불균형 해소 노력분야에 있어서는 보통이

라는 응답이 39.7%, 불만이라는 응답이 51%로 불만이

라는 응답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한 다른 분

야와는 달리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없는 것으로 도출되어 Y군민들이 타 지역과의 균형발

에 한 요청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지역불균형해소 노력분야 만족도

분야 척도 빈도 퍼센트 유효% %

지역불
균형해
소노력 
분야

매우불만 40 13.6 13.7 13.7
약간불만 109 36.9 37.3 51.0
보통 116 39.3 39.7 90.8

약간만족 27 9.2 9.2 100.0
매우만족 0 0 0
합계 292 99.0 100.0  
무응답 3 1.0   

전체합계 295 100.0   

청소  환경분야의 만족도의 경우 역시 쇼핑시설 분

야를 제외하면 가장 불만응답(51.9%)이 많은 분야이다. 

즉, ‘보통’이라는 응답이 32.2%,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15.9%로 불만에 비해 매우 조함을 알 수 있다. 

표 7. 청소 및 환경분야 만족도

분야 척도 빈도 퍼센트 유효% %

청소
및 환경
분야

매우불만 56 19.0 19.0 19.0
약간불만 97 32.9 32.9 51.9
보통 95 32.2 32.2 84.1

약간만족 39 13.2 13.2 97.3
매우만족 8 2.7 2.7 100.0
합계 295 100.0 100.0  

한 청소  환경분야는 거주지간 만족도 차이 분석

에서는 쇼핑분야와 마찬가지로 거주지별 만족도의 차

이가 통계 으로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

소  환경 분야에서는 Y읍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

고, B면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 

 환경분야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B면

의 경우 청소  환경행정에 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

로 단되며, Y읍을 비롯한 부분 지역의 청소  환

경행정에 한 만족도의 평균이 3 (5 만 )이하의 평

균 수를 보이고 있어 Y군의 환경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8. 청소 및 환경분야의 만족도 거주지간 차이(ANOVA)
분석

 분야  거주지 빈도 평균 표 편차 F값 유의확률

청소 
및 
환경 

Y읍 110 2.8818 0.99293

3.877 0.000

J면 9 2.4444 1.23603
K면 94 2.1702 1.00149
N면 19 2.1579 0.83421
H면 14 2.2143 0.80178
G면 8 2.1250 1.12599
S면 8 2.5000 0.75593
D면 9 2.5556 1.01379
B면 11 2.0000 1.00000
C면 7 2.2857 0.75593
합계 289 2.4671 1.02391



지방정부 정책콘텐츠와 주민만족도 211

Y군의 공원녹지 등 휴식공간분야의 만족도에서는 문

화교육서비스의 만족도와 유사한 수 의 만족도가 형

성되었다. 보통이라는 입장이 34.9%를 차지하 고, 불

만족의 정도는 47.1%, 만족의 정도는 18.0%를 각각 나

타내고 있다. 

표 9. 공원녹지 등의 휴식공간 분야 만족도

분야 척도 빈도 퍼센트 유효% %

공원녹
지등휴
식공안
분야

매우불만 42 14.2 14.2 14.2
약간불만 97 32.9 32.9 47.1
보통 103 34.9 34.9 82.0

약간만족 46 15.6 15.6 97.6
매우만족 7 2.4 2.4 100.0
합계 295 100.0 100.0  

본 연구결과를 그동안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비교해 

보면, 우선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산업

진흥분야에 한 만족도가 본 연구에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인지원 분야나 지역불균형 발

에 한 만족도가 낮게 도출되어 이부분에 한 정책  

검토가 시 하다. 한 오 균(2006)이나 제갈돈 외

(2002)에서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주

민복지분야나 교육분야에 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

다. 즉, 보건의료  소득층 지원에 한 만족도가 선

행연구들에서 보여주었던 결과들과 유사하며, 특히 교

육분야에 한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특히 본 연구

상이 된 Y군의 경우 농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 상당한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부분에 한 지방정부

의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V. 결론

연구 상이 된 Y군 지역주민들은 Y군의 분야별 정

책콘텐츠에 해서 반 으로 보통이하의 낮은 수

의 만족도를 표 하 다. 4개 분야  보건  교육문화

서비스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정책콘텐츠에 있

어서는 체 응답자의 50%이상이 불만족을 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에서도 소기업지원이나 지역

불균형 해소노력에 한 만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한 산업진흥 정책콘텐츠에 

한 보강이 있어야 할것으로 단되며, 지역경제력을 

제고하기 해 Y군의 자족능력강화에 한 노력이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좀더 궁극 으로 정책콘텐츠의 만

족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주민이나 국민을 ‘고객’으

로 인식하는 것이 실히 필요하다. 즉, 공무원들은 아

직도 민간기업에 비해 고객마인드가 부족하며, 더구나 

불특정의 다수의 주민고객을 응 하다보니 분야별 정

책콘텐츠에 한 고민과 연구가 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민간기업에서 고객의 수요와 니즈를 악하여 그

들의 제품콘텐츠에 반 하고자 하는 노력을 배울 필요

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우수한 정책 콘텐츠의 질을 확

보하기 해서는 공공부문 역시 성과주의를 좀더 공공

히 하여 그들의 정책콘텐츠에 한 성과와 평가가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콘텐츠에 한 업무성과

를 특정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산  

인사고과 등의 평가 등을 하게 될 때 지 보다는 우수

한 정책콘텐츠  책임성을 확보할수 있으리라 단된다. 

인구통계변수별로 정책콘텐츠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해본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직업에 해서는 

집단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거주지간 만족도 차이분석에서는  청소  환

경분야에서 거주지별 만족도의 통계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Y읍이 가장 높은 만족도

를 보 고, B면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군단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분야별 정책콘텐츠에 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 다. 이 듯 양  근을 

통해 정책콘텐츠별 만족도를 분석한 경험  연구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 을 가지

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상이 1개의 지방정부에 한정

되고 있다는 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기타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 인 분야별 만족도수 이라고 단하

기는 곤란하다는 이다. 향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분석하므로서 연구결과의 보편성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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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방정부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앙부처

의 정책콘텐츠에 한 만족도 수 으로 확 해석해서

는 안 될 것이다. 향후 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그들간 정책콘텐츠에 있어서 수요자들의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역시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무작 로 할당한 소

수의 표본(291명)만을 연구 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견해를 청취하기 해 표본 상

자의 수를 좀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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