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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사용자의 이용행태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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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nd analysis of the user behavior pattern 

on local tax no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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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부분의 지방세 고지서는 복잡한 내용과 많은 정보들에 의해 납세자들에게 혼동스럽고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도 사용자의 이러한 불편한 경험을 개선시키고자 고지서 리디자인을 실행하였
다. 본 연구자는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 디자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심층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고지서를 수령하는 
사용자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용자 경험의 긍적적 개선 및 납
세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고지서 디자인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지방세, 고지서, 경험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이용행태

Abstract  Most notices on local tax are perceived to be confusing, often leading to a negative feeling towards 
user due to the complex content and excessive information included in the tax forms. Several local 
governments have redesigned their notice forms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Therefore I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user experiences in regards to the issues posed by the design of the tax notice form so as 
to offer a basic set of data that can be used to improve the user experience and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the tax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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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21세기는 디자인이 산업과 문화의 핵심이다. 사용자의 

경험과 감성을 요시하며 이들의 경험까지 디자인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디자

인을 넘어 문화, 행정까지 향력을 확 하고 있으며 물

질 인 형태의 디자인에서 무형의 서비스를 포함한 개념

으로 확 되어가고 있다[1]. 

공공서비스 역할 인식에 따른 신과 함께 유럽 선진

국은 건강과 복지, 식품과 양, 학교, 에 지와 환경, 

사업,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디자인 심의 근이 

이 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GDP  사회서비스 공공

부문 지출은 약 7%로 OECD 평균인 20.6의 3분의 1 수

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수요 증 로 공공서비

스 역할 인식 강화에 따른 지속  신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서비스 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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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하는 데 디자인의 역할이 요

구되면서 공공서비스 신을 실행할 방법으로써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이 등장하 다. ‘서비스 디자인’이란 유무

형의 서비스 요소를 가시화해 통합  사용자 욕구를 분

석하는 사용자 심 서비스개발 방법으로 사용자들에게 

감동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신 인 디자인 방법이

다{2].

국, 디자인카운슬(Design Council)에서 주도했던 

Dott07은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련된 로젝

트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면서 서비스디자인이라는 용어

가 확산되었다. IDEO의 의료서비스 신사례를 살펴보

면, 고객공동워크 을 통해 간호사의 근무기록  인계

방법을 표 화 하고 사진이나 보드  등을 활용하여 환

자도 쉽게 경과를 인지할 수 있게 개선히여 교  후 환자

응 까지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병원 내부에 신 조직

을 신설하여 고객  근무자 만족도가 폭 향상하 다.

서비스 경제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비스시장의 확 가 

속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변화는 서비스 역에서의 

디자인의 요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사

회 반으로 확 되고 있으며 비효율 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오던 많은 공공기 들도 효율성, 효과성에 제고 

요구에 직면해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따라서 고품격 디자인 세계 도시로 나아가기 한 공

공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수 십년간 획일화되게 운 되

고 있던 료 심 인 세 고지서를 행정 인 입장에서 

벗어나 납세자를 심으로 하는 디자인의 개선은 시민고

객의 이해도를 증진함과 동시에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디자인을 통한 사용자의 경험과 감성을 정  개선을 

도모하는 공공디자인서비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해 지역

신 서비스디자인을 용하고, 사용자에게 복잡하고 부정

인 경험의 세  고지서를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보의 효율  달성을 높이

고 고지서의 시각 인 개선뿐만 아니라 효율  커뮤니

이션을 통한 납세자의 정  경험으로의 감성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익서비스를 한 사회  역할을 하고자 한

다.

2. 연구방법

2.1 연구절차

지방세 고지서의 디자인 개선을 제안하기 해  성

남시 지방세 고지서를 심으로  고지서에 한 분석

을 실시하 다. 계자 심층인터뷰와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납세자들의 이용행태에 한 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 로 고지서의 수령에서 납부에 이르기까지의 사

용자들의 경험을 5가지로 항목화하여 설문지를 작성한 

다음, 150명의 시민을 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사용자 분석  장인터뷰를 바탕으로 

수집한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해결해야 할 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 다. 

2.2 연구내용

먼  찰을 통해 장을 이해하고 이해 계자들과 

요구분석을 하기 해서 성남시청, 분당구청, 원구청, 

수정구청의 계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납세자들의 

민원이 많은 부분과 개선을 한 행 인 쟁 사항들을 

악하 다.

[Fig. 1] government office interview

요구분석 결과, 3개 구청 모두 납부방법에 한 납세

자들의 민원이 많았으며, 복잡하고 다원화된 납부방법에 

한 직 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디자인의 필요성이 시

하 다. 한 복된 정보들은 삭제하고 정리하여 최

한 간결한 고지서 이아웃을 요구하 으며 납세자의 

혼동이 많은 기분별, 세목별 구분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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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ax notice form of Sung Nam city

 세  고지서를 분석해보면, ·후면에 복되는 내

용이 많으며 용어와 내용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법 용어들이 많아 사용자 심이 아닌 정보 제

공자 심으로 제작되어 있었다. 씨 폰트가 작고 서체

가 뚜렷하지 않아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며. 의 계가 

분명하지 않아 효율  내용 달이 어려웠다. 일 성 없

는 칼라의 사용으로 체 인 칼라체계가 부족했으며 자

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들 간의 구분이 모호하

여 차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지서인지 독 장인지 체

납장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으며, 부분 타이틀 자에 

의존하여 최소한의 구분만 제공하고 있어서 시각 인 차

별화가 시 하다고 단되었다. 

 고지서 분석  계자 인터뷰를 토 로 고지서를 

수령하는 납세자 시민을 상으로 기  FGI 인터뷰를 실

시하여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기까지의 그들의 경험

과 불편사항  개선 요구사항들을 악하여 최종 설문

지를 보완하 다. FGI 인터뷰 결과 도출된 다양한 의견

들은 다음과 같다.

[Fig. 3] taxpayer interview

 고지서 분석과 계자 인터뷰 그리고 시민 상 

FGI를 통한 요구분석을 토 로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

하기까지의 사용자 경험을 행태, 납부, 정보, 디자인, 독

의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각 세부 항목별 이슈리

스트를 작성하고 의미있는 가치분석을 할 수 있도록 설

문지를 작성하 다..

3. 연구결과 

납부행태를 분석한 결과, 우선 성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남자들은 납부기간을 잊어버리고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 종종 내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자들은 비교

 납부기간 내에 꼬박꼬박 납부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고지서 납부는 부분 여성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간혹 

남성이 담당하는 경우는 경제권을 남성이 가진 경우가 

부분이었다. 그러나 가정에서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

하는 사람이 여성의 빈도가 많기 때문에 가  따뜻한 

느낌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으로의 근이 필

요할 것으로 상된다. 

한 비교  디지털  모바일 기기를 통한 납부에 익

숙하고 기기 조작에 어려움이 없는 20-40  은 층들은 

가상계좌나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납부를 자동이체로 신청하고 큰 심

을 두지 않아 그 외의 다양한 납부방법에 한 이해도는 

낮은 편이었으며 고지서의 난해한 용어들 자체에 한 

이해도도 낮은 편이었다. 한 아직 소득이 일정치 않은 

은 계층의 경우는 종종 체납을 하거나 고지서를 수령

하고 그때마다 납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끝으로 자동이

체 등으로 납부가 자동 으로 이루어지므로 고지서의 보

에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고지서 

폐기 시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민감하게 생각하

고 유출방지를 한 자구책으로 찢어버리거나 가 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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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버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느 해보다 개인정보유출에 민한 사회  분 기 속에

서 고지서를 폐기할 때 노출되는 개인정보에 한 디자

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장년층의 경우는 고령일수록 아직도 은행창구를 방문

하여 직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소득수 과 지역

에 따른 차이는 있었지만 은 층에 비해 비교  소득이 

일정하기 때문에 체납율이 은 편이었다. 한 오랜 세

월 납부를 해왔었기에 납부방법을 비교  잘 이해하고 

있으며 꼼꼼하게 고지서를 읽고 보 하는 비율이 은 

층보다 높았다.

소득계층의 차이에 있어서는 소득층에게는 고지서

가 무서운 존재이자 짜증이 나는 부정 인 경험으로 느

끼고 있었으며, 고소득층은 고지서에 한 심이 었

으며 다만 최 한 간결하고 보기 쉽게 디자인되길 원하

다.

끝으로 구청이나 시청 계자  공무원들은 따뜻한 

느낌의 이미지나 일러스트의 사용으로 부드러운 고지서 

이미지 달에 정 인 반응을 보 으나, 납세자들은 

이러한 이미지나 일러스트의 사용이 마치 수납을 독 하

는 것처럼 느껴져 오히려 부정 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도 있었다. 따라서 이미지나 일러스트를 사용하더라도 

제한 으로 제되도록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Fig. 4] type classification and draw a main value

이러한 기  분석을 토 로 유형별로 핵심가치를 도

출하고 지방세 고지서의 개선을 한 빅 아이디어를 제

시하 다. 핵심가치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하 으며 개인

정보 유  방지, 납부확인란 추가, 세목별과 기분별 구분, 

가독성 개선  이해도 증진이었다.

3.1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은 층을 심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납부

가 확산됨에 따라 고지서를 보 하기보다는 수령하고 버

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문제는 고지서의 특성

상 폐기할 때 개인정보 노출의 험은 존재하는데, 특히 

세  고지서는 이름과 주소 뿐만 아니라 재산세 내역, 자

동차 번호 등등의 아주 요한 개인정보까지 담고 있기

에 그 어느 우편물보다도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에 민한 사람들은 자구책으로 고

지서를 조각조각 찢어서 버린다든지 가 로 자른다든지 

분쇄기에 넣는다든지 심지어는 불에 태워 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Fig. 5] personal information extrusion

최근 정부와 공공기 의 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

민들의 불안과 불만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고지서에 개

인정보유출을 방지 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디

자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선진화된 고지서를 시민에

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납부확인란 추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은행을 방문하여 

직 납부를 하던 행태에서 자동이체나 인터넷을 통한 계

좌이체가 증가하 다. 재 제공되는 납부방법들을 살펴

도 부분이 인터넷이나 기기를 이용한 방법들을 장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듯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주를 

이루다보니 납부 후 시간이 지난 후에 납부여부에 한 

확인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해서 은행의 수



Study and analysis of the user behavior pattern on local tax notic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95

납확인 도장의 기능을 체하는 방법으로 고지서에 펜으

로 수기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Fig. 6] confirmation of tax payment

따라서 납세자들의 편리를 해 인터넷을 통한 납부 

후에도 납부확인을 시각 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납부

확인란이나 간단한 메모란을 추가로 제공하여 납세자들

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세목별 기분별 구분

기분별 납세는 가장 많은 민원 발생하는 부분으로 납

세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스러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재산세는 일 년에 2번, 동일한 액이 균등분할로 

고지되는데 7월, 9월이라는 근 한 시간차로 인해 복

고지로 오인한 사람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한 자

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다양한 지방세 세목들 간에 구

분이 명확하지 않아 자세히 보지 않고는 혼동스러운 경

우가 많았다.

[Fig. 7] first half year of property tax 

따라서 1, 2기분을 차별화하는 소극 인 기분별 구분 

방법에서 벗어나 직 인 숫자의 사용으로 명확한 구분

이 요구된다. 한 아이콘이나 이미지들을 사용함으로써 

세목별 지방세들 간에 시각 인 차별화를 통한 극 인 

구분도 필요하다. 아이콘을 사용한 세목별 구분에 기분

별 구분을 숫자로 표 하여 숫자와 아이콘을 조합함으로

써 즐거운 시각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단된다.

3.4 가독성 개선 및 이해도 증진

세 고지서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 용어로 가득하

다. 이런 어려운 용어는 가독성이 폰트와 읽기 힘든 작은 

자 사이즈, 그리고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이아웃

과 함께 납세자들에게 짜증나는 경험으로 자리잡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분의 납세자들이 세  

고지서에서 가장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납부 액과 납부

기간 이었다. 따라서 이 2가지 요 정보를 최 한 가시

으로 확 하여 배치하고 시각 으로 명료하고 단순하

게 디자인 되어야 할 것이다. 한 어려운 법  용어들은 

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 복된 내용들을 정리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잡한 부가내용은 뒷면 배치

함으로써 시각  여유가 느껴지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각  가독

성을 확보한다면 납세자의 이해도 증진  정  경험

으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

4. 결론 

그 동안 과세 청 주의 권 이고 단순 나열식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던 제공자 심의 세 고지서에서 탈

피하여, 최 한 복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고지서 앞면

에는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납부 액과 납부 액 등의 

요 과세정보만을 기재하고 뒷면에 상세한 법 내용들

을 배치하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주된 

납세고객인 장ㆍ노년층을 해 납부세액, 납부기한, 담당

자 연락처 등을 에 띄게 강조하고, 가독성 향상을 한 

자크기의 확 와 어려운 행정용어 사용을 배제하고 보

다 쉽고 평이한 용어사용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필요한 

정보를 읽고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이아웃으로의 개선

이 요구된다.

납세자들이 가장 민감해 했던 부분인 개인정보 유출

에 한 해결방안은 극 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백화  고지서, 택배 등 많은 우편물들이 개

인정보 보호를 한 방법을 용하고 있고 선진화된 성

남시의 이미지 제고를 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다양

한 근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테크놀로지의 발 과 함께 인터넷, 모바일기가를 통한 

수납 빛 자동이체와 같은 납부방법이 확산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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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납부확인란 추가는 시 한 것으로 단되며 고지

서 보 의 용이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가장 민원이 많았던 기분별, 세목별 구분은 기

분은 1,2기분을 표시하는 숫자를 용하여 기분별 고지

서에 한 혼동을 최소화시켜 민원의 소지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세목들은 각 세목의 상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유니버셜 아이콘을 용하여 보다 친근하게 시

민들에게 다가서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차별화되고 일

성 있는 칼라시스템을 도입하여 용함으로써 각 세목간

의 구분이 아이콘과 더불어 명확하게 차별화 되도록 개

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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