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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민원행정 업무가 빈번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원업무처리 중에 행정착오 

혹은 처리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에 민원인에게 소액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많았으나, 그 운영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

타났다. 민원 보상과 관련된 규정은 자치법규에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상금도 소액에 불

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민원환경 요인이 

민원보상제도의 운영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형 지자체가 도･농복합형과 

농촌형 지자체에 비해서 민원 수요가 많음에 따라 보상실적도 많았다. 그러나 지역특성이 유사한 

도시형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 간에 실적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해당 기관별로 일선관

료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제도설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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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 사회의 공공분야에서 국민의 요구인 수요와 정부의 대응인 공급을 연결시키는 

축은 민원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원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보면, 민원인이 행정기관

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 민원행정서비스는 고객중심의 행정구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형태이며, 또한 민원행

정서비스의 고객인 민원인의 만족도 관리는 성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방안

의 하나이다. 이러한 민원행정의 기능을 보면, 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 행정구제수

단으로서의 기능, 행정에의 주민참여적 기능, 행정의 신뢰성 제고수단으로서의 기능 중

요성을 찾을 수 있다(라휘문 외, 2006: 244-245).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민원사무의 공정

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원칙으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7.7.26., 법률 제14839호)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원처리의 원칙 중에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지 않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원행정 관련 시책을 정비하고 개선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1998년 6월부터 대통령훈령으로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배경을 보면, 1980년대부터 서구 주요국에서 

부터 시작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배용수, 2000; 김미경, 2003; 임도빈, 2003; 김영희, 2004; 조석주 외, 2005; 라

휘문 외, 2006; 황혜신 외, 2010).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도입될 당시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효율성과 관료주의 극복을 추구하는 국내 사회에 적용된 것이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급격히 늘었고, 현재는 대민

서비스 업무가 있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제 운영을 

보면, 행정기관이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이란 비판도 있어 왔다(라휘문･권오철, 2000; 주

재현･정윤수, 2000; 김미경･김영희, 2003; 금창호, 2003; 김근세 외, 2006). 특히 행정서

비스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도록 했으나, 해당 규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주재현･정윤

수, 2000; 김미경･김영희, 2003; 조석주 외, 2005; 이우권･안국찬, 2007). 따라서 이 글

에서는 민원행정 업무가 빈번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의 보상과 시

정 관련 규정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보상제도(이하 민원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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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운영실태와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 있는 

정비와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신공공관리와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도입

국내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도입배경을 보면, 1980년대부터 서구 주요국에서부터 시

작한 신공공관리론(NPM)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배용수, 2000; 김미경, 2003; 

임도빈, 2003; 김영희, 2004; 조석주 외, 2005; 라휘문 외, 2006; 황혜신 외, 2010). 특히 

해외 사례 중에서 영국의 시민헌장(Citizen Charter)가 모범적 사례로 판단되어, 이를 국

내에 도입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은 이론체계라기보다는 정부 및 공공부문의 관리방식을 

총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종수, 2000: 31). 

Lynn(1998: 236)은 신공공관리론적 사고방식은 노젓기가 아닌 방향제시, 과정이 아닌 

결과, 정치가 아닌 생산, 권력행사가 아닌 권한위임, 갈등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였다. 요

컨대, 신공공관리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경쟁원리의 도입과 

고객주의로 표현되는 시장주의이고, 둘째는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강조하면서 사명지향

적, 성과지향적, 탈통제적 관리로 표현된다고 하겠다(임도빈, 2003: 2). 

국내에서 그동안 행정서비스 제공은 행정기관 편의위주로 이루어졌고, 고객이 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는 물론 그 수준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과 책임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서비스헌장제

도가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는 1998년에 처음으로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정지침(제정 

1998.6.30., 대통령훈령 제70호)이 제정되면서, 각 기관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라휘문, 2000; 조성한, 2002: 63; 김미경･김영희, 2003; 금창호, 2003: 2; 황

혜신 외, 2010). 행정서비스헌장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

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행

정서비스헌장규정 제2조). 

이 제도가 가지는 의의는 크게 두 개로, 첫째는 행정부문에 대한 고객개념의 도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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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는 수단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행정서비스헌장

이 가지고 있는 성과중심적 평가체계이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기준을 고객과 공무원 양자에게 주지시킴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공무원의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라휘문･권오철, 2000; 김미경･김영희, 2003; 금창호, 2003: 25). 결국 행정서비

스헌장은 공급자 위주의 전통적인 정부관료제에서 고객 및 수요자 중심의 정부로 변화

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국내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한 당시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의 행정가치가 변

화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당시에는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 신공공관리적 적용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이제는 후기 신공공관리(Post NP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hristensen & Lægreid, 2007). 신공공관리론이 공공부문의 능률성 제고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이러한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기 때문

이다(이종수, 2010). 물론 근래 논의되고 있는 후기 신공공관리는 기존의 신공공관리론

과의 대체가 아니라 조정이라는 보는 시각도 있다. Christensen(2012: 3)에 따르면, 후기 

신공공관리론의 주된 목적은 신공공관리 하에서 가져온 분열과 단절에 점차적으로 대응

해 나가고, 또한 공공부문의 조직을 보다 긴밀한 통합과 조정의 상황으로 복원시키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후기 신공공관리론은 기존의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부작용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반적용적(reactive) 또는 사전적(proactive) 조치들을 개념화하는 시도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시도는 후기 신공공관리의 출현으로 귀결된다(변혜옥･은재호, 

2016). 따라서 이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대한 재평가와 향후 

민원환경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제도와 일선관료의 대응

제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결정짓는 인간이 고안한 제약(humanly 

devised constraints)이다(North, 1991: 97). North(1991)는 제약을 제재, 금기, 관습, 전

통, 그리고 행위규정과 같은 비공식적 제약과 헌법, 법률, 소유권 같은 공식적 제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제도 제약의 강약에 따라 행위자의 재량성과 자율성은 변동될 

수 있다(김윤권, 2009). 일반적으로 재량(discretion)은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간에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Davis, 

1969: 4). 따라서 재량은 행위자가 가지는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며, 재량행위는 이러한 

재량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며, 재량권은 재량행위를 행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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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는 일선관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김순양, 2002). 이 연구의 분석대

상이 되는 민원행정의 경우 일선관료의 행위가 성패를 가름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인

으로 지적되어 왔다. 

여기서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cy)란 고객들과 대면하여 직접 상호작용하면

서 업무수행상 상당한 독립성을 보유하는 공무원이다(Lipsky, 1980: 3). 일선관료는 직무

수행상의 독립성이 강하며, 업무의 정형화가 어렵고, 시민 개개인에 대한 영향력도 매우 

크다(Lipsky, 1980: 197). 그리고 과도한 업무량과 자원부족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고객을 범주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선관료는 법규, 상사, 고객 등으로부

터 상당한 자율성을 보유한다(Lipsky, 1980: 13-14). 

한편, 일선관료제에서 ‘일선’은 반응성, 그리고 ‘관료제’는 권위구조와 법률의 집합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선관료들이 반응성과 합법성이라는 상충된 가치를 조합해야 하는 딜

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김서용, 2017: 31). 일선관료의 대응행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일선관료들의 대응이 바로 정책이 되기 때문

이다. 일선관료의 개인적인 의사결정이 모여서 그들이 속한 행정관서의 정책이 될 수 

있다. 즉 민간조직의 하위관리와는 달리 일선행정관료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

격, 양, 질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Lipsky, 1980; 조일홍, 2013: 김서용, 

2017). 둘째, 일선관료들은 시민들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수행하며, 일반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 일선관료들은 분배뿐만 아니라 재분배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일선

관료들의 이상적인 모습은 사회적 형평을 확보하는 것이다(Lipsky, 1980).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일선관료들은 이와 같은 이상적인 모습과 달리 다양한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 형평을 확보하지 못하고 특정고객을 선호하게 되는 차별적 행태를 보인다

(Lipsky, 1980: 김서용, 2017). 결국 일선관료들의 관료적 행태는 행정에 대한 자원의 부

족상황에서 서비스 수요의 무한성과 많은 업무량, 목표의 모호성과 성과측정의 불가능

성, 서비스의 독점성과 고객의 선택 불가능성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Lipsky, 1980; 조일홍, 2013: 김서용, 2017). 

3. 민원보상제도의 의미와 대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민원보상제도의 실시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행정서비스

헌장규정(개정 2009.9.4., 대통령훈령 제257호)이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1조에는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훈령의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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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에 적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 대부분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 운영하

고 있고, 상당수가 시정 및 보상조치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에 의해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시민은 행정심

판법이나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등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의 단순한 사무

착오에 의해 피해 구제수단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민을 위한 

봉사사로서 사무착오 등에 따른 민원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민원보상제도의 의미와 보상의 대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민원보상

제도는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에서 공무원의 착오등재나 단순한 업무과실 또는 처리의 지

연 등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시간적 및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착오란 민원사무에 관한 단순･경미한 업

무과실에 따른 공부(公簿)의 착오 등재 등을 말하고, 처리지연이란 민원사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하혜영, 2017: 10).1)

그리고 보상의 대상이 되는 민원서비스 유형은 각 기관별로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

로 포함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 등으

로 인해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재방문한 경우, 둘째, 민원을 법정처

리기간 또는 각 기관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

우다. 현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의 규정

을 보면, 질의민원의 경우 단순질의는 7일 이내, 법령관련 질의는 14일 이내이며, 건의

민원의 경우 14일 이내, 고충민원은 7일 이내, 즉시 민원은 3시간(근무시간) 이내로 정하

고 있다(시행령 제14~제17조). 셋째, 관계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인해 

민원목적이 원활히 달성하지 못할 경우 등이다. 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

면,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FAX민원, 기타 각종 증명서 등의 지연발급 등이 

해당될 수 있다. 

4. 선행연구 검토 

그동안 행정서비스헌장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1) 예를 들어,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제2조제2항을 보면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이란 시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을 재차 방문하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영광군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조례」 제2조제1항에서는 ‘착오라 함은 

민원사무 처리시 단순･경미한 잘못이나 과실로 인한 공부 등재 등을　말한다. 제2항에서 지연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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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래, 연구의 초기에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

영실태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많았다(하혜수, 2000; 주재현･정윤

수, 2000; 라휘문･권오철, 2000). 그리고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들이 있었

다(라휘문, 2000; 최영출･하혜수, 2002; 금창호, 2003). 

다음은 실증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거나,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을 식별하는 연구를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들은 공무원 혹은 고객인 시민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김영희, 2002; 김영회, 

2004; 김인 외, 2007; 김형빈･우영명, 2008). 그동안 행정서비스헌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라휘문(2000)은 행정서비스헌장

의 성과요인으로 공무원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영희(2002)는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최고관리자 리더십, 담당조직, 일선공무원 행태, 내부고객의 참여, 교육훈

련, 보상체계)을 검토하여, 담당조직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김근세 외

(2006)는 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6개(실천분위기, 관리체계, 보상체계, 제도운영의 강제

성, 고객지향성, 성과관리 연계성)를 분석했는데, 조직 내･외의 실천분위기와 공무원들

의 고객지향적 태도가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김형빈･우영명(2008)은 성공요인으

로 조직적 실천분위기, 관료체계, 보상체계, 제도의 강제성, 조직구성원의 고객지향성을 

들고 있다. 

지금까지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그동안 행정서비스헌장

의 제정이 빠르게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시키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주재현･정윤수, 2000; 김미경･김영희, 2003; 김근세 외, 2006). 특히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의 설정 및 개정 시 고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간과하고, 서비스

이행기준의 설정도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김미경･김영희, 2003; 금창호, 2003, 

76; 라휘문, 2000). 또한 해당 기관의 핵심서비스를 이행 기준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추상

적인 서비스의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는 헌장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김근세 외, 2006). 

그리고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2010년 이전까지 실시되었고, 이후에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실증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민원보상제도

의 경우에는 일부 연구(하혜영, 2017)를 제외하고는 운영실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

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원보상제도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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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문제 

이 연구를 위한 첫 번째 연구질문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헌장에서 고객에 대한 

시정 및 보상의 이행기준으로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와 함께 해당 제도가 실제 

활용되고 있는가이다. 행정서비스헌장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불만에 대한 시정･
보상절차 및 방법의 구체화, 불만의견 대한 상시적 수렴과 불만이 제기될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김미경･김영희, 2003).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서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중에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법

률로 제정된 것이 아니기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민서비스 업무가 있는 

상당수의 행정기관들에서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들이 제시한 해

당 규정은 문서상으로 있을 뿐이고, 보상실적은 매우 미비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거

의 없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주재현･정윤수, 2000; 김미경･김영희, 2003; 이우권･안국

찬, 200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원보상제도를 도입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제

도운영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질문은 민원보상제도의 운영실적에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다양하게 제시하

였다. 그 중에서 운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료, 조직, 제도적 특징 등을 

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선관료의 의지와 노력이 행정서비스헌장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휘문, 2000; 김영희, 2002; 김근세 외, 2006; 김

형빈･우영명, 2008). 그런데 민원보상제도는 그 업무의 특성상 일선관료에게 딜레마를 

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일선관료의 실수를 기반으로 주민에

게 보상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했어도 적극적으로 보상 제도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일선관료들에게 갈등적 목표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고(김서용, 2017),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관료의 행동에 지침을 줄 수 있는 것이 제

도적 강제성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의 강제성은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에 있어 기관의 

적극적인 태도를 확보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김형빈･우영명, 2008). 

즉 제도의 강제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민원보상제도의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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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환경이 다를 경우에는 기관의 민원행정 제도와 그 

운영성과에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Selznick(1992: 232)에 따르면, 제도가 법령에 의

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구조 내로의 조직화 결과로서 설립된다고 주장하였다. 조직

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완수하는 독특한 방식의 반영인 제도들을 만들어낸다(Selznick, 

1984: 17). 또한 조직은 사회의 특정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서도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다(김명환･김동현, 2017: 8). 김명환･김동현(2017)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화된 환

경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민원행정의 수요와 초점이 다를 것이며, 이것이 

기초자치단체들의 민원행정과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민원환경이 다른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민원보상제도의 운

영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세 번째 연구질문은 민원환경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보상실적이 크게 차이

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유형(도시형, 도･
농복합형, 농촌형)에 따라 민원서비스의 특징이 다를 수 있다(김명환 외, 2010; 이윤석, 

2016: 8; 김명환･김동현, 2017). 그런데 도시화 정도 등이 유사한 지자체별로도 민원행

정의 성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대민업무가 있는 

대다수 행정기관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잘하는 기관과 못하는 

기관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김근세 외, 200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시형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사한 민원환경이 있는 지자체들 간의 민원보상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기준 및 분석방법

이 글에서 분석대상은 행정서비스헌장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른바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보상제도이다. 이는 행정기관의 민

원사무에서 공무원의 착오등재나 단순한 업무과실 또는 처리의 지연 등으로 인해 민원

인에게 불편을 주고, 시간적 및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에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피해는 행정착오 등으로 인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방문

하거나, 민원처리 지연에 따라 예정된 기일을 넘어서 민원결과를 받는 등의 단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착오 등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

실을 야기하여, 행정기관에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정도의 피해와는 차이가 있다. 그

리고 이 연구는 민원행정 업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초자치단체 226개(제주도 

행정시 제외)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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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하는 최소단위의 자치정부이다(김명환 외, 2010; 이윤석, 2016; 김명환･김동

현, 2017). 

한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변수와 측정기준은 <표 1>과 같다. 우선, 제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제도도입, 제도명칭, 보상단가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첫째, 지자체별

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는지를 중심으로 도입(=1), 미도입(=0)으로 표기하였다. 제도 도입

의 여부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에 포함하거나, 

혹은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관련 제도를 공개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비록 자

치법규에 민원보상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선언적으로 규정을 두더라도 자치

단체의 홈페이지에 보상금액과 방식 등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았

다.2) 둘째, 제도명칭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의 시정 및 보상의 일

환으로 도입된 제도의 명칭을 기입하였다. 셋째, 보상단가는 행정착오 혹은 민원처리 지

연 등으로 인해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 1건당 지급비용을 의미한다. 보상단가

의 구분은 5천원 상당 금액 및 물품(=1), 1만원 상당(=2), 사안별 차등(1만원~3만원 정

도)(=3), 기타(=4)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제도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

이 변수를 설정하였다. 우선, 종속변수는 민원보상제도의 운영실적이며, 실적은 보상건

수와 보상금액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2014~2016) 민원보상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된 보상건수(3년간 총 건수)와 지급액(3년간 

총 지급액)을 기입하였다.3)

다음은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도요인과 환경요인으로 크게 구분

하였다. 제도요인은 제도의 강제성(법규)으로 환경요인은 민원환경(지역 유형)을 선정하

였다. 제도의 강제성은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에 있어 기관의 적극적인 태도를 확보하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제도의 강제성을 측정하고자 

자치법규에 보상제도 실시의 근거규정을 상세히 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1), 중

(=2), 상(=3)으로 구분하였다. ‘하’의 경우에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이 

있으나, 보상조치 관련 규정이 선언적으로 있는 경우이다. 즉 보상을 할 수 있다고만 규

2) 자치법규의 검색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활

용했으며, 검색어로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착오, 민원착오, 민원지연, 착오보상이란 단어로 검색되는 

조례, 규칙, 훈령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 중에서 보상

내용을 정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자료의 최종 검색일은 2017년 5월 31일까지이다. 

3)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 4월 12일부터 5월 27일에 걸쳐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에 따른 민원

보상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회신을 받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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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고, 구체적으로 보상금액이나 보상범위 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의 경우에

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하고, 해당 조례에 보상조치와 같은 

규정에 보상금액과 보상범위 등을 포함한 경우다.4) 그리고 ‘상’의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헌장과 관련된 자치법규에 보상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고, 이와 더불어 별도의 보상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한 경우이다.5) 여기서 제도의 운영실적은 최근 3년간(2014~2016)이고, 

해당 기간 동안에 영향을 미친 제도의 강제성을 보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2016년 말까지 

운영된 조례를 대상으로 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6)

<표 1> 민원보상제도의 분석변수 및 분석기준

그리고 민원환경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 지역유형을 크게 도시형(=1), 도･농복합형

(=2), 농촌형(=3)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초자치단체의 유형은 도시형(대도

시형, 중소도시형, 제한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7) 구분해서 민원행정이나 행정

4)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제14조(보상조치)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하되 1만원 상당의 보상품으로 한

다.

5)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곡성군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등과 같이 보상 

조례를 별도로 두는 경우를 의미한다. 

6) 만일, 2017년 초에 새로운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하여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전 조례의 

내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강원도 횡성군의 민원보상제도와 관련해 2017년 5월 15일

에 ‘횡성군 행정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품 지급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지만, 이전에는 ‘횡성군 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보상을 지급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제도적 강제성을 

‘상’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구분 변수 설 명 분석 기준

제도
특성

제도도입 제도의 도입 여부  0=미도입             1=도입

제도명칭 보상 관련 제도 명칭  명칭 기입

보상단가
착오/지연 등에 따른 
보상금액(1건당 지급)

 1=5천원 상당                2=1만원 상당  
 3=사안별 차등(1만원~3만원) 4=기타

종속
변수

운영실적
보상 건수  지자체별 민원보상 지급건수(3년간 총 지급건)

보상 금액  지자체별 민원보상 금액(3년간 총 지급액수)

설명
변수

제도요인
보상제도 강제성

(법규)

 1=하(행정서비스헌장 자치법규에 선언적 규정)
 2=중(행정서비스헌장 자치법규에 보상조치 규정)
 3=상(행정서비스헌장 자치법규 + 별도 보상 관련 자치법규 제정)

환경요인
민원환경

(지역 유형)

 1=도시형 지자체 
 2=도･농복합형 지자체
 3=농촌형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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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전달체계 등을 분석하고 있다(금창호 외, 2010; 김명환･김동현, 2017). 여기서도 

지자체의 유형을 3개로 구분하여 집단 간에 보상실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민원환경이 비슷한 자치단체에서 민원보상 운영실적에 차이가 나는 이유

를 찾고자, 8개 자치단체를 선정해 해당 기관에서 민원보상제도의 운영사례와 함께 제도

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의 선정기준은 먼저, 최근 3년간 보상실적이 

있는 지역 중에서 선정하였고, 다음 민원환경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도시형 

자치단체 중에서 선정하였다. 이들 중에서 제도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과 평균 이상 운영

되는 지역, 평균 이하 운영되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민원보상제

도가 추진되는데 촉진 및 제약요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지방자치단체 민원보상제도의 운영실태 

1) 일반현황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민원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자치단체

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와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헌장 관

련 규정을 조사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226개 지자체 중에서 

민원보상제도를 도입한 지역은 201개(88.9%)이고, 25개 지역(11.1%)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보상제도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한 근거는 자치법

규나 홈페이지(행정서비스헌장)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명시한 경우이다. 

둘째,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민원보상제도의 실제 명칭을 조사했는데, 기관별로 다

양한 명칭이 있었다. 보상제도가 있는 201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지체)보상제’(58건)이고, 이어서 ‘행정(민원)착오보상제’(48건)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미이행보상이나 행정서비스헌장의 시정 

및 보상 등 ‘행정서비스헌장’ 이란 용어를 포함해서 명명하는 경우가 40건이었다. 그 외 

7) 자치단체 유형구분의 경우「지방자치법」제2조에서는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등에 있어 지역 유형의 구분은 5개, ➀ 대도시형 기초단체(50만 이상 시), ➁ 중소도시형 기초단체(50

만 이하 시), ➂ 제한 도시형 기초단체(자치구), ➃ 도･농형 기초단체(도･농복합시), ➄ 농촌형 기초단

체(군)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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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연보상금(15건), 고객(민원)불편(불만/불친철)보상(11건), 기타(29건)이었다. 

셋째, 민원보상제도가 있는 20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상금 액수를 살펴보았다. 

보상금은 ‘1건당 5천원 상당의 보상’이 80개(39.8%)로 가장 많았고, ‘1건당 1만원 상당 

보상’이 65개(32.3%)로, ‘사안별 차등적 보상’이 53개(26.4%) 순이었다. 차등적 보상이란 

해당 지역에서 행정착오보상금과 민원지체보상금 제도를 함께 운영하면서, 행정착오보

상금은 1건당 5천원이지만, 민원지체보상금은 1건당 1만원으로 달리 책정하는 경우이

다. 그리고 민원지연보상금의 경우 지체되는 기한에 따라 금액을 달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지연보상금은 3만원내로 정하지만, 민원종류(청구즉결민원, 유기한 

민원 등)에 따라 지연 일과 시간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경우다. 그리고 민원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관련 규정이 많았다. 관

내 거주민 보다는 관외, 타지역의 민원인의 보상금을 좀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내 거주자는 5천원이면, 관외 지역(동일 광역)은 1만원, 타 광역지역의 경우 2만

원 등으로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는 3건으로, 2회이상 방문시 교통비 실비보상 등, 

불친절서비스에 3천원 상당 전화카드, 3천원 상당 교통비 등이 있었다. 

<표 2> 민원보상제도의 일반현황

주: ‘제도도입’의 소계는 226(100%), ‘제도명칭’과 ‘보상단가’의 소계는 각각 201개(100%)

2) 보상실적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4~2016)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보상실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최근 3년간 민원보상제도의 

운영 실적이 있는 자치단체는 53개이었다. 53개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건수

변수 구분 건수 %

제도도입
 보상제도 도입 201 88.9

 보상제도 미도입 25 11.1

제도명칭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지체)보상제 58 28.9

 행정(민원)착오보상제 48 23.9

 행정서비스헌장 미이행보상(시정 및 보상) 40 19.9

 민원지연보상금 15 7.5

 민원(고객)불편(불만/불친절)보상 11 5.5

 기 타 29 14.4

보상단가

 1건당 5천원 상당 80 39.8

 1건당 1만원 상당 65 32.3

 사안별 차등(1만원~3만원) 53 26.4

 기 타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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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은 24건이며, 최소 1건에서 최대 149건을 지급한 지역이 있었다. 그리고 53개 

자치단체의 3년간 평균 지급액수는 213,113원이고, 최소액은 5,000원으로 보상실적이 

한 건만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최대액은 1,490,000원을 소요한 지역이 있었다. 

<표 3> 최근 3년간 민원보상제 보상실적 

<표 4>는 최근 3년간 민원보상 실적이 있는 53개 지역별 민원보상제 운영실적을 살펴

본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부산시, 서울시 소속 기초자치단체들의 운영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기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가 보상실적이 있었는

데, 3년간 전체 지급건수는 총 533건(평균 3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산시내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총 352건(평균 32건)이고, 서울시내 8개 기초자치단체가 총 215건

(평균 31.5건)이었다. 그러나 이들 광역내 자치단체 간에도 편차가 매우 컸다. 한편, 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다. 강원

은 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3년간 실적인 1건이었고, 광주 역시 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

건에 불과하였다. 

<표 4> 최근 3년간 지역별 민원보상제 운영실적 

지 역
해당 기초

자치단체 수

3년 지급건수 지급액수(천원)

소계 평균 소계 평균

서 울 8 215 31.5 1,380 300

부 산 　 11 352 32 3,315 301  

대 구 2   7 3.5    50  25

인 천 3  23 7.7    195  65  

광 주 1  2 2    20  20

대 전 3  52 17.3    300 100  

경 기 14 533 38.1  4,750 339  

강 원 1   1 1    5   5

충 남 5  20 4.0  155  31  

전 남 1  24 24 480 480

경 북 1  14 14 280 280

경 남 3  27 9.0  365 122  

소 계    1,270 23.96 11,295 213

 주: ‘해당 기초자치단체 수’란 최근 3년간 민원보상제 운영실적이 1건 이상을 지역을 의미함

구분 지역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지급건수 53 1 149 24 35.008 

지급액수 53 5000 1490000 213113.2 316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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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보상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제도의 강제성과 운영실적

다음은 제도의 강제성 정도에 따라 민원보상제도의 운영실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

다. 여기서 제도의 강제성은 자치법규 등에 보상제도 실시의 근거규정을 상세히 제시하

였는지를 기준으로,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표 5>는 제도의 강제성을 기준으로 구분

한 세 집단과 민원보상실적간의 차이검증(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5> 제도의 강제성과 운영성과간 차이검증 

주: p=.506

제도의 강제성이 ‘상’인 지자체들은 기존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이외에도 별도

의 행정착오 및 민원지연 관련 보상조례나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는 곳으로 38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의 3년간 민원보상제도의 지급실적은 평균 8.53건이었다. 다

음, 제도의 강제성이 ‘중’인 지역은 106개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에 보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지급액수와 방식 등을 명시하는 곳인데, 이들의 3년간 평균 지급건

수는 4.7건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강제성이 ‘하’인 지역은 57개인데, 이들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등에 보상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들의 민원

보상실적은 평균 7.86건이었다. 세 집단간의 보상실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F값이 통계적 유의수준 0.5%내에서 의미가 없어서, 결국 통계적으로 세집단의 민원보상

실적의 평균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에 실시되는 행정서비

스헌장제도의 시행근거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훈령으로써, 이미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자치법규 자체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법

적 근거는 제도시행의 구속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건이나,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경우 강력한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고, 법적 구속력보다는 조직내 인적 역량에 의해 추진

력이 확보되고 있다(금창호, 2010: 75). 따라서 자치법규로서 행정서비스헌장내 민원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자승합(SS) 자유도(DF) 평균자승(MS) F비

제도 강제성(하) 57 7.86 24.954 3.305 598.931 2 299.466 0.683

제도 강제성(중) 106 4.70 14.613 1.419 86762.690 198 438.195

제도 강제성(상) 38 8.53 28.223 4.578 87361.622 200

합 계 201 6.32 20.900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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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련 규정을 선언적으로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는지 여부만으로 민원보상실적

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실제 자치법규에 선언적으로 규정했더라도, 자치단체

의 홈페이지에 보다 상세히 보상규정을 제시하는 지자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자

치법규의 내용만으로 제도의 강제성을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민원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내용이 비현실적인 규정이 많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법규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면, 일선관료들은 이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시키는 재량을 행사한다(Weidenbaum, 1981: 8). 또한 법규의 내용이 비현

실적인 경우에도 일선관료들의 재량행위가 증대하는데, 이는 대체로 결정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현장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기인한다. 그리고 법규

내용이나 기준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더라도, 이를 실제 현장의 사례에 적용하기가 어려

운 경우가 있다(김순양, 2002). 결국, 일선관료가 집행하는 정책의 법규 내용이 비현실적

이거나, 법규내용이 모호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법 규정이 미흡한 경우에는 일선관료

의 재량이 클 수 있다(Weatherly & Lipsky, 1977: 185; 김순양, 2002; 2016; 임혜경･하태

수, 2015). 현재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지자체들의 민원보상 관련 규정을 보면, 일선관료

들이 적용하기에 매우 비현실적인 규정들이 상당수 있었다. 예를 들어, 민원지연보상금

을 결정하는데, 민원의 종류나 지연시간, 지연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8) 이

러한 상세한 규정에 의거해서 실제 일선관료가 집행하기란 쉽지 않다. 보상의 기준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경우 실제로 보상기준으

로서 적용하기 어려움 측면이 있다(김명환 외, 2008: 154). 

2) 민원환경과 운영실적

지역의 민원환경 차이에 따라 민원보상제도의 운영실적이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민원환경의 차이를 측정하고자 도시화 정도를 기준으로 한 지역유형 변수를 활

용했으며, 지역유형은 크게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6>은 지역

유형으로 구분한 세 집단과 민원보상실적 중에서 보상건수를 기준으로 차이검증(분산분

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8) 「무주군 민원사무 착오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의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보면, “지연보상금은 30,000

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창구즉결민원은 1시간 지연시 5,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지연시는 1시간당 1,000원씩 추가한다. 2. 유기한민원은 1일 지체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시는 1일 5,000원씩 추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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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역유형별 보상실적 건수와의 차이검증 

주: ***p>.001

도시형으로 구분된 기초자치단체는 총 108개이며,9) 이들이 최근 3년간 보상건수는 

평균 10.89건이었다. 반면, 36개의 도･농복합형 자치단체의 경우는 보상건수가 평균 

2.11건이고, 82개 농촌형 자치단체는 0.22건에 불과하였다. 이들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수준 1%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7>은 지역유형으로 구분한 세 집단과 민원보상실적 중에서 보상액수를  기

준으로 차이검증(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앞서 살펴본 보상건수와 마찬가지로 지

역유형 집단별로 보상액수간에 차이가 통계적 유의수준 5%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도시형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3년간 지급한 액수가 평균 92,361원이었고, 도농형

은 27,917원이고, 농촌형은 3,841원에 불과하였다. 

<표 7> 지역유형별 보상실적 액수와의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자승합(SS) 자유도(DF) 평균자승(MS) F비

도시형 108 92361 242524.166 23336.899 386068283689 2 193034141845 6.451***

도농형 36 27917 92800.670 15466.778 6672856605691 223 29923123792 　

농촌형 82 3841 31014.720 3425.003 7058924889380 225 　 　

합계 226 49978 177124.249 11782.130

주: ***p>.005

한편,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유형별로 민원환경에 차이가 있을 것

으로 가정하고, 지역유형을 민원환경 변수로 사용하였다. 실제로 지역유형별로 민원환

경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지역별로 인구(2016년 기준), 공무원1인당 주

민수(2016년 기준), 1년간 민원접수건수(2015년 기준)를 조사하고,10) 집단간 차이검증을 

9) 도시형으로 구분된 자치단체를 세부적으로 보면, 대도시형(인구 50만이상 시)은 15개, 중소도시형(인

구 50만이하 시)는 24개, 제한도시형(자치구)는 69개이었다.

10) 인구와 공무원1인당 담당 주민수는 2016년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자료를 활용하였다(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사이트, http://www.laiis.go.kr 참조). 그리고 1년간 민원접수건수는 2015년 기준이

며, 광역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통계연보에서 ‘공공행정과 사법’ 파트에서 ‘민원접수건수’ 자료를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자승합(SS) 자유도(DF) 평균자승(MS) F비

도시형 108 10.89 27.515 2.648 5833.003 2 2916.502 7.891***

도농형 36 2.11 5.874 0.979 82416.271 223 369.580 　

농촌형 82 0.22 1.572 0.174 88249.274 225 　 　

합계 226 5.62 19.805 1.317

http://www.lai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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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 집단간에 인구, 공무원1인당 담당 주민수, 민원접수건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시형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해 인구가 많고, 공무원1인당 담당해야 할 주민수가 많았으며, 1년간 접수되는 민원건

수 역시 가장 많았다. 인구의 경우 2016년도 기준으로 도시형 지자체는 평균 364,812명

이고, 도･농복합형은 193,785명, 농촌형은 54,093명이었다. 공무원1인당 담당 인구수의 

경우를 보면, 도시형의 경우 317명인데 비해, 도농형은 156명, 농촌형은 82명이었다. 그

리고 2015년 기준으로 한해 동안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도시형은 평균 1,391,104

건이고, 도･농복합형은 803,595건, 농촌형은 189,297건이었다. 

<표 8> 지역유형별 민원환경 차이 검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자유도(DF) 평균자승(MS) F비

인구

도시형 108 364812 234260 22542 2 2270673420544 79.686***

도농형 36 193785 103973 17329 223 28495357688 　

농촌형 82 54093 35860 3960 225 　 　

합계 226 224830 220059 14638 　 　 　

공무
원 1
인당 
주민
수

도시형 108 317 108 10 2 1319917
197.566**

*

도농형 36 156 54 9 223 6681 　

농촌형 82 84 41 4 225 　 　

합계 226 207 135 9 　 　 　

민원
접수
건수

도시형 108 1391104 1276712 122852 2
3373243329776

2
30.693***

도농형 36 803595 1352470 225412 223 1099012991909 　

농촌형 82 189297 286517 31640 225 　 　

합계 226 861465 1178596 78399 　 　 　

주: ***p>.001

종합하면, 지역의 민원환경적 특성이 민원보상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 

지역화된 환경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민원행정의 수요가 다를 것이며, 이

것이 기초자치단체들의 민원행정관련 제도와 그 운영실적에 있어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민원행정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유동적이며, 지방자치단체

의 종류, 주민의 소득 수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자체의 유형에 따라 민원서비스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김명환 외, 2010; 김명환･김동현, 2017).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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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연구 결과

다음은 민원환경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보상 운영실적에 차이가 나는 이유

를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서 도시형 지자체 중에서 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해당 기

관에서 민원보상제도의 운영사례와 함께 제도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한 

지역은 보상실적이 있는 지역 중에서 제도의 활용도가 높은 4개 지역과 실적이 중･하위

권인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도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은 최근 3년간 보상실적이 

가장 많았던 상위 4개 지역이다. 

<표 9> 조사 대상 지역의 주요 특징

 

해당 기관에서 민원보상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모든 관

계자가 해당 제도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보상실적이 적었던 지역일수록 제도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컸다. 물론 보

상실적이 많았던 지역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

다고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지는 않았고, 오히려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었다.

“보상사안이 발생시 간혹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서 해당 제도를 신청하지 않거

나, 혹은 사원이 사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부산시 B구청 관계자, 2017.5.24.). 

“상품권을 많이 쓴 공무원에 대해 인사나 업무상 불이익 제도는 없으나, 아무래도 부

정적인 제도로 인식해서 활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다”(서울시 A구청, 2017.5.17.). 

지역 담당부처 제도 명칭
운영실적(3년)

면접일 및 조사방식
지급건 수준

경기 C시청 민원봉사과 행정사무착오보상제 149 상 2017.6. 5.(현장방문)

부산 A구청 기획조정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 128 상 2017.5.24.(현장방문)

서울 B구청 감사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 126 상 2017.5.18.(현장방문)

경기 B시청 주민자치과 지연민원보상금 115 상 2017.5.24.(서면조사)

경기 A시청 민원여권과 행정사무착오보상제 43 중 2017.5.23.(전화조사)

부산 B구청 민원봉사과 행정서비스보상제 41 중 2017.5.24.(서면조사)

부산 C구청 민원여권과 행정리콜제 17 하 2017.5.18.(전화조사)

서울 A구청 총무과 민원지연보상금 16 하 2017.5.17.(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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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오래전부터 있어서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실수로 인해 화나

간 민원인을 대상으로 소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제도

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A시청 관계자, 2017. 

5.23.). 

다음은 해당 기관에서 민원보상제도의 활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장려정책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운영 실적이 상위와 중･하위권 간의 큰 차이가 있었다. 우선 실적이 가장 

많았던 경기도 C시청은 해당 부서나 동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제도 안내와 관련된 공문

을 연 2~3회 걸쳐 보내고 있었다.11) 서울시 B구청의 경우는 행정사무 착오로 인한 직원 

불이익만을 염려한 나머지 본 제도의 근본취지가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운영실적이 많았던 부산 A구청은 매년 초에 행정서비

스헌장운영 항목으로 일정액의 예산을 수립하고,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제도를 운영하면서 큰 문제가 없으나, 직원들이 해당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모르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구청에서는 연 초에 보상제도 운영평가 보

고를 하고 있으며, 제도 활용에 관한 공문도 직원에게 발송하고 있다”(서울시 B구청, 

2017.5.18.). 

이처럼 운영 실적이 많았던 4개 지역은 모두 직원을 상대로 한 알림과 교육이 있었다. 

반면, 운영 실적이 중･하위권인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직원을 상대로 교육

하거나 주민에게 홍보하는 방식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 민원보상제도의 활용

도가 높았던 지역의 방식을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보상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고, 해당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었다.

3.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의 민원보상제도 운영실태와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

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우선, 민원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지자체들이 행정착

11) 경기도 C시청의 경우 ‘행정사무착오보상규정’에 평가 조항이 있는데, “각급기관의 장은 행정사무착

오보상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평가하여 행정사무착오보상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겸허한 자세를 갖고 능동적으로 행정사무착오보상을 시행하여 행정신뢰 회복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은 개별사무 능력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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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 지연처리에 따른 보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향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다수 있었다(주재현･정윤수, 2000; 김미경･김영희, 

2003; 이우권･안국찬, 2007). 이 연구에서도 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민원보상 

관련 규정이 선언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낮은 보상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실제 민원

인의 불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절히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향후 행정기관의 실수 등에 의한 민원인의 불만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해결할 

통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었다. 그 일환으로서 현실에 맞는 보상금액의 조정이 필요하

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1건당 5천원이나 1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혹은 지역상품권이 많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재방문 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금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하혜영, 2017: 36).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보상기준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보상의 기준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반대로 지나치게 세분화

해서 규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보상기준으로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김명환 외, 

2008: 154). 따라서 보상금의 지급대상의 사무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이와 더불어 보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민원행

정 업무에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이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악성･특이민원의 경우에는 민원보상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

지할 필요가 있다(하혜영, 2017: 43-35). 

한편, 민원보상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일선관료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그동안 행정서비스헌장의 성과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일선관료의 

행태에 주목하였다(라휘문, 2000; 김영희, 2002; 금창호, 2003; 김근세 외, 2006; 김형

빈･우영명, 2008). 이 연구에서도 특정 지자체의 사례연구와 인터뷰를 통해서 민원보상

제도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일선관료의 행태를 지적했으며, 이들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

는 조직적 요인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고객만족 차원도 있었으나, 이보다는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실수 등을 줄이는 등의 목적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 사실이었

다.12) 그러나 행정착오나 실수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교육을 통해 개선하는 

12) 당시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최초로 지연민원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하면서, 민

원평균처리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점과 함께 해당 제도가 담당공무원에게 지연민원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는 사전예방적 효과를 거둘거라고 강조하였다(행정자치부, 2007, ‘행자부, 7월부터 지연민원 

고객보상제 실시: 중앙부처 최초로 모든 지연민원에 대해 보상하기로, 2007년 6월 29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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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이 제도의 목적을 일선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고객만족이란 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하혜영, 

2017: 28). 예를 들어, A지자체의 경우에는 사무착오가 고의나 중대과실, 1년내 동일 공

무원이 동일한 유형을 다시 한 경우, 직무태만으로 사무착오가 난 경우 등은 해당 공무

원에 대하여 그 보상가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공무원점수제인사관리기준에 의하여 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00구 민원사무 착오 보상에 관한 규정 제7조). B지자체는 벌칙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착오･지연민원을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1회 발생시 주의 조

치하고, 연2회이상 발생시는 문책 조치토록 하고 있다(00군 민원사무착오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 제9조). 그러나 민원행정을 담당하는 일선공무원의 경우 의도치 않게 발생되

는 실수 등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어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적 및 재정적 책임을 과도하게 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이 글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에서 보상과 시정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보상제도의 운영실태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련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많았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선관료의 행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선관료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제도적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에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자 도입된 행정서

비스헌장제도가 도입된 지 19년째를 맞고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1998년 신공공관리

론의 기조 하에 도입되었고, 매우 급격히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빠르게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전자민원의 

확대 등으로 인해 민원환경이 헌장을 제정한 당시와는 크게 변화하였다. 더욱이 제도가 

도입된 당시 신공공관리시대에서 이제는 탈신공공관리 혹은 후기신공공관리라 불리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대한 재평가

와 향후 민원환경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민원보상제도의 운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

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민원보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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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식별하는데는 제한적이었다. 또한 민원을 담당하는 일선관료의 행태를 보다 세밀

히 분석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일선관료나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보상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인식조사와 함께 민원실적에 미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한 모형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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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perational Realities and Influencing Factors of Civil Petition 
Compensation Systems

Hye-Young Ha

This paper analyzes civil petition compensation systems in local governments with 

frequent civil services that compensate civil petitioners with small amounts of money when 

there are administrative errors or undue delays. The results showed that a larg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adopted the system, but the actual operation was not very active. The civil 

petition compensation system has been evaluated as inefficient since the regulations on civil 

petition compensation are just prescribed declaratively in local legislation and the 

compensation amount is negligible. In the other h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nvironmental factor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of civil petitions affected operation 

results. That is, local governments in urban areas resulted in more compensation than those 

in rural areas since urban area governments had more civil petition demands. However, this 

paper disclosed different operational results even between area urban governments having 

similar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was caused by the system design that affected behaviors 

of street-level bureaucrats.

【Keywords: civil petition, administrative errors, Public Service Char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