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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불공평한 정치참여와 양극화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다

(Hacker & Pierson, 2010; Tilly, 2007). Larry Bartels(2008)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은 오로지 상류층 의제에만 입법관심을 두며 중간층 이하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였

다. 결국 부자만을 위한 감세, 공적지원, 기후변화 관련 입법지지 등은 민주주의 일그러

진 표상이라고 보았다(Creson & Ginsberg, 2004). 최근 우리사회는 정부와 시민, 공공갈

등도 심각한데, ‘제2의 밀양 송전탑 건설’, ‘제2의 울산 반구대 암각화’ 등 심각한 공공갈

등을 겪어 왔다. 특히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동남권 신공항건설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줄곧 고질적 장기 갈등으로 남아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하여 정치참여, 양극화로 민주주의 국정전반, 행정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

다. 이러한 갈등사례의 경우 여론이나 이미지에 의해 의견이 형성되고 고착화되면서 해

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소통과 참여, 공감을 이끌어내는 스마트행정원리가 요구된다(Tapscott & 

Williams, 2011). 최근 정보통신환경이 모바일과 태블릿, 스마트 폰의 대중화로 공공서

비스의 트렌드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변화되고 있다. 스마트 행정은 스마트 폰 애플

리케이션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눈높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실시간 소통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경주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사례는 소통과 참여 그리고 

아래로부터 자치를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역주민 스스로 소통하고 참여

하는 방식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스마트행정이 미래의 공공문제해결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Mele, 2013).

지방의회에서도 스마트행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스마트 행정시대는 지방의회와 

주민이 쉽게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의원)는 스마트 폰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과 직접 대

면해서 소통하는 차원에서 스마트 의정보고,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

토리, 블로그 등)를 통한 접촉 등 온라인 소통이 강조되고 있다.1) 특히, 의정소통시스템

1) 미국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정부 등 지방정부, 지방의회에서도 SNS활용이 적극적이다. 

세심한 주민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채널(소통수단)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의 소셜미디어센터와 트위터 콜센터(SF 311), 뉴욕의 311콜센터 등은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과 소통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콜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서울의 120 다산콜센터도 온라

인 소통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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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쌍방향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웹 접근성을 충족하는 홈페이지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개선, 회의록과 의안 등 매뉴얼 

상호 연동 강화, 동영상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의회신문고를 통

한 스마트 소통의회, 소통의 장 마련’하고 있으며2), 광주시의회는‘종이 없는 스마트 의

회’추진하고 있고, 강원홍성군의회는‘스마트한 의회를 구현’하고 있다. 스마트 행정으로 

의정활동업무처리의 비용을 절감하고, 의회전용의 SNS활용, 의정업무 관련한 애플리케

이션 개발 보급 등 의회의 스마트워크 환경이 구축되어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

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스마트행정원리인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통평가시스템

을 구축하고, 스마트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소통노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행정시대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소통평가지표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적용하여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Ⅱ. 스마트행정과 소통논의

1. 스마트행정과 소셜미디어

스마트행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을 심화･확대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행정이

란 ‘정부기관의 정보와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서비스 

질과 양을 국민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네트워킹과 

소통을 원활히 해서 스마트행정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소통행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

다. 스마트행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 폰의 비약적인 발전과 보급 확대에 있으며 

지방의회들은 스스로 의정활동성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여론을 여과 없이 수렴하

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트위터(tweeter)나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3)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마다 소통수준은 다르며 어떤 의회는 주민 

2) 서울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수단으로 의회신문고를 통해 민생에 대한 각종 민원을 수렴하고 처리하

고 있다. 의회신문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 328건, 404건, 45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시민의 구성된 의정모니터링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서울시의회소식지, 2017.10.24.)

3)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구동 가능한 하드웨어 구조 또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의 일종. 비즈니스에서 여러 사용자 또는 조직 간에 관계를 형성하고 사업거래를 형성할 수 있는 정

보 시스템 환경. 자신의 시스템을 개방하여 개인, 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하여 원하는 일을 자유

롭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여 플랫폼 참여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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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의원상호간, 집행기관 간,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증진을 위해 소셜미디어 플

랫폼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4) 반면에 일부 지방의회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

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김윤기, 2011: 59-81)

지방의회가 시민들과의 소통증진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소셜미디어는 양방향성의 특성을 지니므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이

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미디어이고, 이러한 특성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통으

로 수단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는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시민

들과의 소통을 위해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플랫폼을 널리 활용하고 있

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도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자신들의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담당자나 시민들

과 손쉽게 소통을 할 수 있다. 

한편, 소셜미디어, SNS등의 활용은 지방의회 소통방식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

체로 지방의원들은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거나 매스미디어(TV, 라

디오, 신문, 잡지 등)를 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고, 소통의 속도도 느리며 높은 소통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매스미디어는 일방적

인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이고 주민들로부터의 피드백(feedback)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

았다(Bonchek, 1997). 이제 소통의 패러다임이 일방향(oneway)에서 양방향(twoway)으

로, 소통기술도 방송매체(라디오, TV, 인쇄매체), 커뮤티케이션 매체(전화, 이메일, 문자 

등)에서 소셜미디어 매체(블로그, 포럼, 트위커, 페이스북, 유투브 등)로 변화하였다. 소

셜미디어 시대의 소통은 다수 대 다수의 소통이다. 1인의 화자가 소수의 청자들과 개인

적인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다수의 화자가 다수의 청자들과의 공적인 소통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Fergusson, 2011). 지방의회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수단으로 소셜미디어, SNS를 

잘 활용하게 된다면 지방의회는 주민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주민

들의 욕구 혹은 불만 등을 여과 없이 수렴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2. 스마트행정의 소통이론

스마트행정의 소통에 관한 이론연구는 소통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 소통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또는 의사소통(意思疏通)으로도 불리며, 언어적･비언어

템을 의미한다(다음, 2018).

4) 서울시의회는 2017서울청년회의를 열어 청년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문제해결

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하는 능동적 시민참여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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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단을 통해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고 교환하여 서로 의미가 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소통은 사람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교환하고 서로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에 관한 의

미를 공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Porter & Roberts, 1976). 즉 소통은 두 명 이상의 사람

들 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메시지, 아이디어 또는 태도를 공유하는 것이다(Lewis, 

1975). 이러한 개념 정의와도 연결되어 있는 소통의 하위차원으로는 송신자(sender), 메

시지(message), 채널(channel), 수신자(receiver), 그리고 결과(effect) 차원이 주축을 이

루고 있다(우종무･이명천, 2017: 33-34). 

이와 관련하여 소통이론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로 의사소통의 

모델을 제시한 Shannon(1949)은 전화통신시스템에 착안하여 물리적 소통모형을 고안하

였는데, 정보통신의 관점에서 메시지와 발신자와 수신자를 상정하였다. 이는 화자와 청

자 사이의 일방향적 의사소통모델이고 오랫동안 주류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이 모형은 

소통주체가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제약, 규범과 가치의 체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인간(집단)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둘째, Griffiths(1978)의 전자장치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소통이 가능한 사회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의사소통의 절차가 상호작

용에 근거하여 일어남을 강조하면서 대화자, 발화(참여)자, 발화주체 등의 용어를 도입하

여 의사소통이 상호 영향관계에 놓인 역동적이고 변혁적인 현상임을 주장하였다. 셋째, 

Andersen(1968)은 조직의 일반적 소통모형을 제시하였고, Schmuck(1977)은 상호 교환

적 소통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상호작용주의자들 역시 상호행위와 협력행위로서 의사소

통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화자와 청자 간의 순차적 의사전달의 과정이 아닌 동시다발적

이고 끊임없는 공동의 협력 절차로 보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소

통을 위해서는 물리적, 사회적, 일반적 측면뿐만 아니라 상호 교환적 소통관리가 중요하

다. 

지방의회와 주민 간의 소통은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을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들과 상호호혜적 관계를 탐색하고, 구축하며 유지하는 관리기능

이자 수단을 의미한다(Cutlip & Broom, 2012). 대체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참여는 세 

가지 소통형태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김이수, 2017: 199-217). 첫째, 일방적 소통은 단방

향적 정보흐름 및 이전을 의미하며, 행정가가 웹사이트, 리플렛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

달하는 것이다. 둘째, 쌍방향적 소통은 주민들이 정보의 수신자이면서 송신자 역할을 수

행하는데 이는 정부의 유통 및 이전이 교환적이다. 셋째, 심의적 소통(deliberative 

communication)은  주어진 정책갈등에 적합한 공공가치를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지방의

원(의회)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쌍방향적 소통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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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은 입법기능, 집행부 견제, 감시기능, 주민대표 기능이며 집행부 견제･감

시 기능을 위한 하부 기능으로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시정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권영주, 2009: 5-32). 대체로 지방의회의 활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

의회의 소통에 대한 논의도 홍보측면만 강조된 점이 없지 않다. 점차 부상하는 지방정치

의 요구에서도 할 수 있듯이 지방정치에 직접참여하고 선거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도 적

극 관여하는 협치의 거버넌스로 진화 중에 있는 실정이다(한희정･남인용, 2017: 

293-328). 따라서 참여민주주의적 거버넌스인 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주민과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소통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소통평

가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소통이론 및 모형은 정부평가와 관련하여 소통기술 및 채널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정부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수직적 상향 및 하향의사소통과 조직외부에서 이

루어지는 수평적 의사소통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스마트행정이라는 환경에서 정부는 상

향적 소통채널을 활용해서 중앙정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시사항을 파악

하고, 상급자로부터 예산을 할당받거나 정부지침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하향적 소통채

널을 통해 지방공무원 및 계약자에게 소통과 관련된 업무를 지시하거나 통제하게 된다. 

그리고 수평적 소통채널을 통해 정부는 의회 및 고객, 시민(시민단체), 언론, 외부기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자원을 할당 받거나 지지, 의견수렴, 여론 등을 제공받을 수 있

다. 스마트행정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행태의 소통채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폰의 앱, SNS, 지도서비스, 소셜미디어, 근거리 통신 다양화, 빅데이

터 등은 양방향의 소통수단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5)

3. 선행연구 검토

최근 소통은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 기타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핵심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성숙화 됨에 따라 민생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지지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의 중요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통을 위한 논의와 방안들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소통을 진단하거나 평가하는 방법은 다소 주관적

이며 편협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한상진, 2013: 43-60; 임혁백, 2008: 5-31; 김태진 

5) 종전의 지방의회에서 주민과의 소통수단으로 주로 이용해왔던 매스미디어는 양방향성을 결하고 있

다. 즉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과 같은 매스미디어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만 했지 시청자나 

독자들로 부터의 피드백(feedback)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았다(Bonchek,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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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2: 29-46). 행정학 분야에서도 지방정부와 시민 사이의 소통, 행정기관 내 소통과 

기관 대 기관의 소통을 다루어 왔고, 소통매체 개발, 조직 간의 소통을 위한 협업을 강조

한 논의도 있었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소통행위와 역량

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강조하는 시점에 와 있다(황성욱 

외, 2014: 256-284).6) 

그동안 행정학 분야에서 소통에 대한 연구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어 있으며

(김태진 외, 2002: 159-173; 이승종, 2006: 16-22; 황성욱 외, 2014: 256-284), 민생현장

을 직접 누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소통을 주제로 한 연구는 소수만 발견되고 있다(윤수찬, 

2014: 367-390; 박기묵, 2014: 165-194; 송건섭, 2015: 159-183; 2017: 283-303). 지방의

회와 주민간의 소통에 관한 연구는 주민소통, 의정활동, 성과 및 주민만족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선행연구도 이들 주제들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지방의회

에 대한 연구는 의정실적에 대한 효율성,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 의정역량 및 성과

평가 등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경험이 축적되다보니 효율성

과 만족도를 연계하여 성과평가를 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정재명･최상현, 2016: 

203-229). 또한 최근에는 의정활동에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연구(김선엽, 2013: 

327-348; 송건섭, 2015: 159-183; 최예나, 2016: 69-88; 김이수, 2017: 199-217)로 진행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성과평가차원에서 지방의회와 

주민간의 소통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지만 의회소통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경

우는 드물었다. 지방의회의 소통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지방의회의 실적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의회소통은 의회와 주민, 집행기관과 관련되고, 의정실적과 주민참

여, 만족은 물론이고 지방정치와 문화적인 공동체 의식, 네트워크 등 다양하고 복잡한 종

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회소통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면, 지방의회에서 수행하는 소통행위와 소

통역량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기준, 모형 및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시급하다 하겠다.

6) 소통에 대한 연구는 각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사회학분야에서는 한국에서의 사회적 갈등의 심각

성을 대내외적으로 비교하면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으로 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소통이 필요하

다고 했다(한상진, 2013: 43-60). 정치학분야에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정치사회의 불신과 

시민사회의 불신이라고 보았고, 소통민주주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임혁백, 2008: 5-31). 행정

학분야에서의 소통에 대한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통 평가모형개발(김태진･이재성･김건위, 

2002:159-173), 새로운 참여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와 시민참여

를 주목(황성수, 2012:29-46), 지자체단체장의 소통리더십, SNS전담부서 마련(박근수, 2013: 

97-123)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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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통평가지표 및 시스템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의회-집행기관과의 관계, 의회-

주민과의 관계 등의 관점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용은 의정활동실적으로 계

량적으로 파악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율성과 만족도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정서비스의 불만족 요인을 체계

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향후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 내부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Ⅲ. 소통평가시스템 구축 및 효과분석

1. 의회-주민소통 일반개요

의회-주민소통은 지방의회라는 공공기관이 원활한 의정활동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우호적 관계를 형성･구축하며, 유지하

는 관리기능이며 수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의회-주민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첫째, 모든 주민은 차별과 배제 없이 소통참여에 자유로워야 한다. 둘째, 어떤 의정관련 

주제이든 간에 소통에 구속 없이 편안하게 의사를 개진하고 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 셋

째, 소통은 다양하게 의사표현하고 상호작용, 협의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소통을 통해 

도달한 합의나 결정을 조직이나 의회가 현안으로 수행한다. 다섯째, 현저한 차이가 나타

나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하고 합의나 타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한상진, 2013: 43-60; 황성욱 외, 2014: 258-259). 대체로 소통을 논의할 때 

송신자와 수용자가 서로 쌍방향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쌍방향적 소통은 주민들의 정보의 수신자이면서 송신자 역할

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정보의 유통 및 이전이 쌍방향적이다. 주민참여 관점에서 볼 

때는 주민을 참여시키기보다는 행정결정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는 일방적 소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Bierle, 1998: 21; 김이수, 2017: 201). 

의회-주민소통에 대한 논의는 웹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 등

장이후 스마트행정, 의정활동의 관점에서 연구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소통은‘지방의회

(의원), 조직 내 구성원, 의정참여자(주로 주민)라는 소통의 주체들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

를 통해 상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시적이거나 지속적인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인적, 매체, 제도를 기반으로 개방, 공유, 참여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조직화된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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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다. 의회-주민소통에 있어서 의정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의정서비스를 효

율적으로 공급하고 더 나아가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소통수준을 평

가할 수 있는 여러 측면의 평가표와 점검표 그리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통

지표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지방의회와 주민과의 소통평가지표, 의정실적, 성과 및 주민만족도를 파악

하기 위해 연구대상사례로 대구동구의회를 선정하였다.7) 이 의회를 중심으로 의회-주민

간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구동구의회의 지역사회의 

개방, 공유, 참여, 협력과 관련한 소통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동구의회는 

2014년 이후 소통중심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주민과 관련단체와 소통 및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1> 대구동구의정 소통활동

구분 소통내용 비고

2011.11 의회 최초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대상수상, 지역발전과 주민소통의 장 마련 소통성과

2013.04 ‘의회개인집무실 설치’, 민원인 접근성 강화, 원활한 소통 공간 마련 소통기반

2014.10 ‘땀 흘리는 소통’, 주민복지사업 등 사업집행부 체육대회를 통해 소통 및 화합 소통노력

2016.07 ‘의회신문고’ 설치, 신뢰와 찾아가는 의회,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 소통기반

2017.08 ‘의원일일근무제’, 민의수렴과 상담 등 공백 없는 대민의정활동, 민생소통 소통기반

2018.01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과 소통 및 공유할 수 있는 자리마련 소통태도

 자료: 언론보도자료(2011-2018).

2. 소통평가시스템 구성

지방의회와 주민과의 소통은 상당히 중요하며 지방의회의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협력

을 형성하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수요는 무한하

지만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과 소통을 통한 정책협력은 필요

하다. 정책협력(policy collaboration)을 통해서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공문제

를 발굴하고 개선책을 찾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정책기능, 대시민서비스 공급기능 등)은 주

7) 대구동구의회를 선택한 이유는 기초의회 중에서 소수의 의원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

로 평가하고 있고, 민선대수가 진행될수록 의정 성과가 높았기 때문이다. 의원 수는 1대

(1991~1994년)에 평균 32명에 비해 7대(2014~2016년)에 16명으로 50.0%나 감소하였다. 하지

만, 의정활동 중 조례제정심의, 행정사무감사실적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예･결산심의실적도 

소폭으로 증가하였다(의회정기간행물, 의회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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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불만족과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방의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통부족에 있기 때문이다(류춘호, 2014: 450). 소통은 범

위가 넓고 추상적이고 감성적 내용을 포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의회(의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평가표를 작성할 수 있다.8) 지방의

회-주민간의 소통평가를 위한 점검표는 1차적으로 각종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마련하고 

2차적으로 관련 전문가(연구원･교수) 및 의원(전･현직의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작성한 것이다. 특히 의회

(원)-주민간의 소통점검표는 소통결정변수, 의정활동사항, 주민만족도, 서비스 질(소통

기준), 소통고려사항, 장애요인 등 소통점검표가 담아야할 내용을 망라해보고, 일부를 선

정하였다.9) 

지방의회의 소통수준과 노력에 대한 평가는 소통태도/소통기반/소통노력/소통성과의 

4개의 소통분야로 나누어서 실시할 수 있다(인천광역시, 2013: 38-40; 송건섭, 2017: 

291-292). 의원-주민간의 소통분야1은 소통태도인데, 이는 소통하려는 마음가짐과 의지

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관계소통, 의원의정소통, 의장업무소통 등의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고, 소통기준은 소통하려는 공감의지에 해당하는 동조성(empathy)에 해당

될 수 있다. 

<표 2> 소통분야1: 소통에 대한 태도

평가항목 소통항목 세부소통지표 평가방법

인간관계소통
의원의정소통
의장업무소통

소통하려는 마음가짐/태도 의회 내에서 업무소통 마인드

자가평가표
주관화

의원-위원장･의장 업무소통
의원 간의 공감조성/ 소통전문성 강화
부서 내에서 직접적인 소통노력

의원-공무원･국장 업무소통
경청과 배려/ 종합적 이해와 판단
감성리더십 추구/업무소통노력

▷관계소통(예): 의원들은 대화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한다.
▷의정소통(예): 의원들은 의정활동 및 회의 때에 화합하고 합심 합동한다. 
▷업무소통(예):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대한 여론을 SNS를 통해 확인한다.

Likert
5점 척도

8) 소통점검표 작성은 인천광역시(2013)의 소통지표개발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소통점검표는 자체점

검을 통해 스스로 소통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 소통점검표를 상호 또는 상/하향 점검에 활용하게 

되면 소통평가를 위한 객관적 검증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

9) 인천광역시(2013), 조석주 외(2006), 최숙희(2008), 김현기(2011), 송건섭(2017) 등의 연구참조. 소통

기준은SERVQUAL(서비스 질) 평가지표를 원용하여 구성하였다. 연구에 주로 이용된 자료는 지방의

회 의정자료, 의회홈페이지, 의회신문고제, 주민만족도 조사표, 의정자문단과 정책평가단의 보고자

료, 주민설명회, 공청회 자료, 의정정보공개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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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분야2는 소통기반으로 소통환경조성, 소통인프라 구축을 의미한다. 평가항목으

로는 의회시설개방, 의회부서 응대 공간, 주민소통계획, 의정자료 DB화, 의회소통수단 

확보 등으로 분류되며 소통기준은 소통을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 의정정보 및 지식관리

에 해당되는 유형성(tangibility), 보증성(assurance)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표 3> 소통분야2: 소통에 대한 기반

평가항목 소통항목 세부소통지표 비고

의회시설개방
부서응대공간
주민소통계획
의정자료DB화
의회수단확보

소통환경조성/인프라구축 소통을 위한 환경(인프라) 조성구축

객관적자료
계량화

시민과의 소통 공간 시민소통을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

조직 내의 소통 공간
부서전용 회의실/쾌적한 업무 공간
비공식적 소통 공간 확보여부 

소통제도 기반마련
시민소통활성화 계획 수립여부
홍보, 여론수렴, 공청회, 제안제도
계획의 실현가능성 평가 

소통수단 확보/정보공유
간행물,SNS소통채널 구축 및 활용
지식정보관리(KMS)와 정보공유

▷의회시설개방(예): 의회는 주민응대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부서응대공간(예): 의회 내 의원 간 소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의회소통공간(예): 의회 내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주민소통계획(예): 의정활동계획수립 시 주민소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의정자료DB화(예): 의정추진 자료가 상호 공유되도록 DB화하여 관리한다.
▷의회수단확보(예): 의회전용 SNS계정이 개설되어 활성화 되고 있다.

Likert 
5점 척도

소통분야3인 소통노력은 원활한 소통의정 실현을 위한 의회(원) 내･외부 노력을 의미한

다. 소통평가항목으로는 정보공개노력, 의정홍보노력, 주민의견수렴, 전문가의 의정참여, 주

민소통활동, 의원들의 사회참여, 상임위원회 협조, 의회 내의 활성화 노력 등을 포함한다. 

소통기준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주민요구에 반응하는 대응성(responsibility)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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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통분야3: 소통에 대한 노력

평가항목 소통항목 세부소통지표 비고

정보공개노력
의정홍보노력
주민의견수렴

전문가의정참여
주민소통활동
의원사회참여
상임위원협조
의회내활성화

소통행정/소통실현노력 원활한 소통행정 실현을 위한 노력

객관적자료
계량화

의정정보공개 및 의정홍보
의정회의･업무관련 정보공개
언론홍보･기자간담회･의정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직접소통
의정관련 주민 제안･건의 수용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활동

조직내부 소통 활성화
의정행사 참여 및 협업･협력활동
워크샾･연찬회･위원회 참여 활성화

의회-주민 협업 활동
주민모니터･감시원활동/전문가 자문
주민･전문가 참여 정책간담회

▷정보공개노력(예): 의회는 의정정보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의정홍보노력(예): 의정활동에 대해 언론홍보/설명회를 충분히 개최한다.
▷주민의견수렴(예): 의정관련 주민제안/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 활용한다.
▷전문가의정참여(예): 주민/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시스템, 모니터 요원 활용한다.
▷주민소통활동(예): 의회홈페이지/SNS를 통한 주민요구에 적극 응대한다.
▷의원사회참여(예): 의원들의 자원봉사활동 및 사회참여는 활발하다.
▷상임위원협조(예): 의원/위원회 간의 의정협조와 협력활동은 활발하다.
▷의회내활성화(예): 의회활성화를 위한 그룹모임/연찬/워크숍을 진행한다.

Likert 
5점 척도

소통분야4는 소통성과로 소통과정과 피드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평가항목으로 

소통과정평가, 소통모델개발, 지역갈등해소노력, 특별소통효과로 분류하였고, 소통과정

의 평가일치성과 관련 있는 신뢰성(realibility)이 소통기준이 된다.

<표 5> 소통분야4: 소통에 대한 성과

평가항목 소통항목 세부소통지표 비고

소통과정평가
소통모델개발
지역갈등해소
특별소통효과

소통과정/피드백평가 소통과정 평가 및 피드백 활용여부

주민평가표
주관화

의정갈등관리 및 조정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노력정도

의정소통 성과 의회가 거둔 소통효과

▷소통과정평가(예): 의회소통노력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소통모델개발(예): 지역 거버넌스의 새로운 의정활동 모델을 개발한다.
▷지역갈등해소(예): 원활한 소통으로 지역갈등해소가 향상되었다.
▷특별소통효과(예): 의회의 특별한 노력으로 소통효과가 향상되었다.

Likert 
5점 척도

아래 <그림 1> 소통과정을 소통마인드(태도)->소통기반->소통노력->소통성과 순으로 

순환과정으로 만들고, 삼각형 안에 의정활동을 나열하여 소통과 의정활동을 통한 의정

활동의 성과창출, 주민만족도 향상이라는 소통평가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모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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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지표와 관련하여 소통목적, 상황, 주체, 수단, 활동 관점의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소통평가시스템은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평가가 가능할 것이지만, 주로 지방의

회별로 의원-주민을 대상으로 평가조사표를 이용하여 스스로 체크하게 하는 자가 점검 

형태로 소통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로 소통마인드와 소통성과는 의

원자가진단과 주민만족도 평가라는 차원에서 정성적 지표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통기반과 소통노력은 정량적･객관적 지표로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소통평가시스템

이러한 소통평가시스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슈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통평

가표는 지방의회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다. 의회자체 소통평가를 통해 소통원활화

를 위한 방안마련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의회별로 평가･비교하여 순위를 매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 보다 평가지표 및 항목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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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를 거칠 때까지 자체소통점검 차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통수준을 평

가를 한다면 평가지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로 공공기관 성과평가에서 보면 정

량적 지표는 70~80%정도, 정성적 지표는 20~30%정도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량대 정

성을 7:3정도로 하고, 소통태도(15%)<소통성과(15%)<소통기반(20%)<소통노력(50%) 순으

로 가중치를 주면 좋을 것이다.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 결정은 의회의 의정

환경과 소통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10) 셋째, 소통평가표의 활용방안이다. 

만약 지방의회 자체소통평가로 진행하게 된다면 위원회별로 비교할 수도 있고, 매년 실

시함으로써 연도별 소통수준의 향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의 해당의회의 

소통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소통분야가 가장 향상 혹은 퇴보했는지, 지역주민들은 

의회소통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여 의정소통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소통평가시스템의 효과분석

1) 소통 및 성과변수

본 연구는 소통평가시스템과 관련하여 모델구축 및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방의회

에 적용하고자 한다. 소통평가를 위한 지표는 소통태도, 기반, 노력, 성과 등이며, 의정활

동요인은 조례예산, 행정질문, 주민참여활동 등이며, 종속변수는 성과 및 주민만족도이다. 

ⅰ) 소통관련 변수로 소통태도는 소통하려는 마음가짐(마인드), 주민의견 공감, 소통전

문성 강화노력, 주민의견의 경청과 배려, 의정전반에 대한 소통이해 등 5개이다. 소통기

반은 소통 공간 확보, 업무공유 공간마련, 휴게공간의 확보, 주민과의 소통계획, 의정자

료의 DB화, 각종 홍보수단의 확보, 의회전용 SNS소통채널 구축정도 등 8개이다. 소통노

력은 주민욕구만족의 충분성, 언론홍보 및 설명회 개최, 주민공청회 및 설문조사 활동, 

의회-주민간의 협업 활동, 소통시스템의 운영, 주민방문 활성화, 주민과의 자문 및 만남, 

집행기관 및 타기관 과의 소통활동, 자체 소모임 및 워크숍 활성화 노력 등 9개이다. 그

리고 소통성과는 조직성과에 대한 피드백, 갈등해소 및 사전예방활동, 의회-주민간의 원

활한 소통 등 3개이다. ⅱ) 의정활동 변수는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등을 중심으로 구

성하였다. 대체로 지방의정기능은 의결권(조례제정 및 예산심의권), 행정감시권(행정감

10) 인천광역시(2013)의 소통평가표에는 소통마인드-15%, 기반-20%, 노력-40%, 성과-25%를 부여하고 

있다. 소통평가지표에 대한 지표는 주로 Likert의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를 많이 활용하나 7점 척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척도구간이 너무 세분하면 구간 간 차이를 

객관화하기 어렵고, 너무 넓게 분포되면 중앙치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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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조사권, 동의권), 의견제출권(대정부건의, 결의), 청원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

달곤, 2005). 여기서는 의정활동요인으로는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활동(입법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례의 종류와 내용, 조례에 대한 주민의견반영정도, 관심도, 예산결산심의에 대

한 만족도, 주요 분야에 대한 충분한 활동, 주민의견 반영정도, 신뢰성), 행정감사 및 질

의질문활동(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에 대한 만족도, 충분성, 조사활동의 전문성, 구･
군정 질문 및 개선활동에 대한 만족도, 충분성, 주민의견 반영정도, 적극성), 주민참여 

및 민원해결활동(민의수렴 및 해결에 대한 만족도, 주민 의견청취 및 수렴에 대한 관심

정도, 민원처리절차의 행정편의제공 및 주민의견반영 수준)등 3개 요인으로 구분된다. 

ⅲ) 성과 및 주민만족도는 지방의회에서 수행하고 있은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및 만족도를 말한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만족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이용경험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반응의 결과로 정의하고 평가적 반

응은 느낌이나 감정뿐만 아니라 판단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정세욱, 

2000: 544). 여기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주

침참여활성화 및 소통노력,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전반적인 소통수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체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방의원의 가치･자질, 의회의 

지원수준 등 의정역량이 강화되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때 지방의회의 대표

성, 민주성은 확보되고, 주민소통 및 만족도 등은 원활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지방의회 소통평가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소통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구동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

상으로 의회소통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1개월간이며, 대구동구지역 지방의원, 공무원, 주민에게 총 500부를 배포하

였으며, 425부(회수율 85.0%)가 회수되었다. 조사방법은 R. Likert의 5점 척도 형식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내용은 지방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가, 의회-주민간의 소통, 응답자의 인적사항 관련 총 52문항으로 구성하였다.11) 우선 

의회-주민 간의 전반적인 소통분야에 대한 평가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4개의 소통

분야의 각 평가지표를 평균하여 의회관련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차이를 비교하

11) 조사응답자는 성별은 남성50.4%(214명), 여성 49.6%(211명)로 비슷하며, 학력은 고졸이하 22.6%(96

명), 대졸 70.6%(300명), 대학원 졸 6.8%(29명)으로 고학력자가 많았다. 연령은 20대 11.8%(50명), 

30대 32.7%(139명), 40대 26.8%(114명), 50대 이상 28.7%(121명)로 40대 이상 응답자가 많았다. 또

한 지방의원 5.9%(25명), 공무원 49.9%(212명), 주민 44.2%(18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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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았다(5점 만점). 의회-주민간의 전체 평균은 보통(3.0)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로 소

통정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평균차이비교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시민이 의원 및 공무원에 비해 소통점수가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의 기대간의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표 6> 소통분야의 평가

집단통계 t 검증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소통태도평균
의원 및 공무원 237 3.5072 .66063

2.928
.004

(p<.01)일반시민 188 3.3053 .75924

소통기반평균
의원 및 공무원 237 3.3502 .63015

1.880
.061

(p<.1)일반시민 188 3.2340 .63613

소통노력평균
의원 및 공무원 237 3.3310 .66788

1.747
.081

(p<.1)일반시민 188 3.2181 .65380

소통성과평균
의원 및 공무원 237 3.4107 .77028

1.969
.049

(p<.05)일반시민 188 3.2606 .78838

다음으로 의정활동을 크게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활동(입법 및 의결기능), 행정사무감

사 및 질의질문활동(감시 및 통제기능), 주민참여 및 민원해결활동(대표기능)으로 크게 

3개로 구분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와 만족도 및 그 활동의 하위지표를 평균하여 비

교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의회-주민간의 전체 평균은 보통(3.0)을 약간 상회하는 점

수로 의정활동 평균이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평균차이비교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시민이 의원 및 공무원에 비해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점수

가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통평가와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의 공급자와 수혜

자의 평가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7> 의정활동의 평가

집단통계 t 검증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조례예산평균
의원 및 공무원 237 3.3699 .67844

2.488
.013

(p<.05)일반시민 188 3.2021 .70537

감사질문평균
의원 및 공무원 237 3.3896 .68470

3.387
.001

(p<.01)일반시민 188 3.1578 .72037

주민민원평균
의원 및 공무원 237 3.5077 .78986

3.700
.000

(p<.001)일반시민 188 3.2270 .76029

성과만족평균
의원 및 공무원 237 3.4565 .71427

3.101
.002

(p<.01)일반시민 188 3.2287 .7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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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 및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5개 하위변수(전체평가, 

이미지관련, 소통수준 등)을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성별, 분류, 연령, 학력별로 차이

를 비교 및 검증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전반적으로 성과 및 만족도 평균은 보통(3.0)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는 없으나, 일반시민은 의원 및 공무원에 

대해 평균 점수가 높았다(p<.01). 연령별로는 30대 그룹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학력별로는 대재이하 그룹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지방의회 의정평가에서 성별을 

제외하고 그룹간의 차이는 보이나, 평균값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의정활동

은 과거에 비해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며 보다 일반시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표 8> 성과 및 만족도 평가

집단통계 t/F 검증 N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Scheffe 

성별 
남성 214 3.3888 .79828

.902
.398

(p>.05)
-

여성 211 3.3223 .71901

분류
의원 및 공무원 237 3.4565 .71427

3.101
.002

(p<.01)
-

일반시민 188 3.2287 .79747

연령

20대이하(a) 50 3.4160 .57689

2.343
.047

(p<.05)
a, c>b30~ 39세(b) 139 3.2417 .76157

40대이상(c) 236 3.4102 .78750

학력

대재이하(a) 96 3.1708 .78939

3.721
.025

(p<.05)
a<b대학졸업(b) 300 3.4093 .75095

대학원졸(c) 29 3.4138 .67386

소통, 의정활동, 만족도 등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아래<표 9>와 같다. 이들 변수 중 소통기반, 소통노력, 소통성과, 주민참여 민원해결활동 

등 4개요인 적재 값을 고려하여 각각 1개의 변수를 제거한 다음, 재분석한 결과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였다. 아이겐 값의 범위는 2.373~5.576수준으로 나타났고, 신

뢰성 분석에서도 알파 값(α)이 전반적으로 0.8이상으로 기준치에 충분히 부합되었고, 그 

중에서도 소통노력 .923, 조례예산활동 .909, 행정감사활동 .911, 성과만족도 .910으로

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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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요인분석 및 신뢰도 측정

요인과 변수구성
사각회전 요인 신뢰도

최초 최종
요인적재 

값
아이겐 값

(분산)
크론바하
알파(α)

독립
변수

소통태도

의회-주민간의 의정소통하려는 마음가짐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공감과 관심
소통전문성을 강화,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주민의견에 경청과 배려, 종합적인 이해판단
의정전반 이해,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5 5

.832

.873

.845

.842

.749

3.438
(68.757)

.885

소통기반

주민응대에 적합한 소통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의회 내 업무소통을 위한 공간의 효과적 활용
비공식소통 활성화를 위한 휴게공간을 확보
주민과의 소통활성화를 위한 의회활동계획마련
의정자료는 상호공유를 위한 매뉴얼 및 DB화
의정게시판, 서면보고,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유
의정사항을 주민 공개할 수 있는 홍보수단 확보
의정전용 SNS채널을 구축하고, 원활하게 활용

9 8

.716

.787

.719

.744

.789

.798

.807

.769

4.704
(58.794)

.899

소통노력

의회가 사전공개하고 있는 정보는 주민욕구 충족
의정활동 관련 언론홍보 및 설명회 적극수행
의정관련 제안, 주민공청회, 설문조사 등 적극수행
모니터요원, 자원봉사 위촉, 의원-주민 간의 협업
의원-주민의 정책평가단을 통해 실효성 있게 운용 
의회홈페이지/SNS을 통한 주민소통 및 적극 응대
의원들은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한 주민과 소통
기관 행사, 협업회의, 집행기관과 의회소통
의회소모임, 업무연찬,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노력

10 9

.774

.818

.803

.825

.774

.807

.760

.743

.777

5.576
(61.959)

.923

소통성과
의회는 조직 소통성과와 피드백 강화를 위한 활동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갈등해소 및 사전예방
소통활동을 통해 얻은 의정소통성과는 높은 편

4 3
.868
.905
.895

2.373
(79.109)

.868

매개
변수

조례제정예산
심의활동

조례 제정･개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례 제정･개정종류와 내용의 충분정도
조례 제정･개정활동에 주민의견반영정도
예산 심의･결산활동에 대한 만족도
예산 심의･결산활동의 주요 분야에 대한 관심도
예산 심의･결산활동에 주민의견반영정도

6 6

.828

.812

.826

.833

.828

.848

4.125
(68.742)

.909

행정감사질의
질문활동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에 대한 만족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에 대한 관심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주민의견반영정도
(시군)구정 질문 및 개선활동에 대한 만족도
(시군)구정 질문 및 개선활동에 대한 관심도
(시군)구정 질문 및 개선 때의 주민의견반영정도

6 6

.836

.835

.848

.829

.836

.810

4.156
(69.271)

.911

주민참여민원
해결활동

민의수렴 및 해결에 대한 만족도
주민 의견청취 및 수렴에 대한 관심정도
민원처리절차의 행정편의제공 및 주민의견반영수준

4 3
.888
.921
.893

2.435
(81.170)

.884

종속
요인

성과및주민만
족도

지방의회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 성과 및 만족도
지방정치발전과 집행기관견제에 대한 노력 정도
지역발전과 주민의견반영을 위해 의원의 노력정도
지방의회의정활동에서 참여활성화를 위한 노력정도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정도

5 5

.866

.865

.854

.859

.946

3.682
(73.633)

.910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한 소통평가시스템 구축과 적용: 지방의회-주민간의 소통을 중심으로 127

각 변수에 대한 요인 및 신뢰도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요인별로 단일차원성을 저해

하는 항목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면 아래 <표 10>과 같다. 각 요소별 구성개념의 최적상태 여부는 적합도 지수를 통해 평가

하는데, 그 중에서 GFI(Goodness-of-Fit Index≥0.90이상 바람직 함),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 ≥0.90 이상 바람직함), RMSR(Root Mean Square Residual: 0.05

보다 작을수록 바람직함), NFI(Normed Fit Index: ≥0.90이상 바람직함), χ2에 대한 

p값(≥ α=0.05이면 바람직함) 등을 이용하였다12).

<표 10>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GFI AGFI RMSR NFI χ2 p

독립변수

소 통 태 도 .978 .934 .018 .980 23.176 .000
소 통 기 반 .896 .813 .040 .904 17.317 .000
소 통 노 력 .876 .803 .038 .903 23.204 .000
소 통 성 과 .989 .944 .016 .988 9.957 .007

매개변수
조례제정예산심의 .875 .805 .038 .901 17.676 .000
행정감사질의질문 .973 .867 .047 .982 28.169 .000
주민참여민원해결 .995 .974 .009 .995 4.548 .103

종속변수 성과및주민만족도 .982 .909 .014 .987 13.635 .001

아래 <표 11>은 상관분석을 통해 구성된 변수의 상관성 정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

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평균값을 보면 소통관련해서는 소통태도가 3.4179로 

가장 높고, 의정활동은 주민참여 및 민원활동은 3.3835이며, 성과 및 만족도는 3.3558로 

보통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상관계수를 통해 보면 r=.323에서 r=.578사이에 있

어서 전반적으로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통

요인인 소통태도, 소통기반, 소통노력, 소통성과 및 피드백요인과 의정활동요인으로 조례

제정 및 예산심의, 행정감사 및 질의질문, 주민참여 및 민원해결 그리고 성과 및 주민만족

도 간에는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13) 또한 상관계수의 값들이 모

두 양(+)의 상관계수 값을 보이며 어느 정도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12) χ2의 경우, 95%유의수준에서 p-value값이 0.05보다 커야지만 유의한 지표가 된다. 그러나 실제모형

이 매우 복잡하여 모두가 많은 경우, 데이터가 다변량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리고 표본 

수가 굉장히 많 경우에서는 카이제곱 검증이 그다지 평가지표로 유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13) 변수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 값이 모두 0.80이하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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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의회-주민소통 상관관계

요인 M SD 1 2 3 4 5 6 7 8
1. 소통태도 3.4179 .7122 1.00
2. 소통기반 3.2988 .6347 .531* 1.00
3. 소통노력 3.2810 .6633 .501* .578* 1.00
4. 소통성과 3.3443 .7810 .526* .535* .540* 1.00
5. 조례제정예산심의 3.2957 .6847 .486* .454* .476* .563* 1.00
6. 행정감사질의질문 3.2871 .7093 .386* .432* .386* .477* .443* 1.00
7. 주민참여민원해결 3.3835 .7885 .420* .445* .450* .437* .439* .452* 1.00
8. 성과및주민만족도 3.3558 .7598 .472* .423* .448* .471* .521* .323* .523* 1.00

 *요인간의 상관계수는 α=0.01에서 유의함.

위의 SEM과 상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통, 의정활동이 성과 및 주민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모형의 전체적인 구조모형(overall model)을 검정하였다. 

소통경로모델의 Chi-square은 1555.900, 자유도(d.f)=13, p값=.000으로 매우 낮게 나타

났지만, GFI=.907, AGFI=.827, RMR=.049, NFI=.923으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 최적

모형으로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소통경로모델을 검증하기 위

해 다양한 기초분석을 실시하였고, 최종모델 결과를 종합하여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의회-주민소통 인과관계

구분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소통태도
=>지방의회의정활동

소통태도=> 조례예산활동 .409 .031 13.077 .000***

소통태도=> 감사질문활동 .461 .030 15.456 .000***

소통태도=> 주민민원활동 .480 .031 15.637 .000***

소통기반
=>지방의회의정활동

소통기반=> 조례예산활동 .168 .031 5.384 .000***

소통기반=> 감사질문활동 .214 .030 7.164 .000***

소통기반=> 주민민원활동 .250 .031 8.164 .000***

소통노력
=>지방의회의정활동

소통노력=> 조례예산활동 .205 .031 6.549 .000***

소통노력=> 감사질문활동 .123 .030 4.138 .000***

소통노력=> 주민민원활동 .009 .031 .307 .759

소통성과
=>지방의회의정활동

소통성과=> 조례예산활동 .058 .031 1.871 .061
소통성과=> 감사질문활동 .064 .030 2.154 .000***

소통성과=> 주민민원활동 .103 .031 3.356 .000***

소통요인
=>성과및주민만족도

소통태도=> 성과및주민만족도 .111 .028 3.932 .000***

소통기반=> 성과및주민만족도 .231 .044 5.247 .000***

소통노력=> 성과및주민만족도 .019 .032 .591 .555
소통성과=> 성과및주민만족도 .013 .029 .431 .666

지방의회의정활동
=>성과및주민만족도

조례예산활동=> 성과및주민만족도 .376 .043 8.787 .000***

감사질문활동=> 성과및주민만족도 .085 .045 1.905 .057
주민민원활동=> 성과및주민만족도 .091 .044 2.088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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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태도, 소통기반, 소통노력, 소통기반은 조례예산활동, 행정감사질문활동, 주민민

원활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소통노력=>주민민원활동, 소통성과

=> 조례예산활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통요인 

중에서 소통태도 및 소통노력은 성과 및 주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나 소통노력과 

성과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성과 및 주민만족도에 조례예산활동이 가

장 중요한 요인이고, 그 다음이 주민민원활동으로 나타났는데, 행정감사질문활동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통효과모형

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소통효과모델

첫째, 소통태도요인은 소통기반, 소통노력, 소통성과에 비해 경로계수가 값이 월등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두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의정 활동하는데 의정소통하려는 마음가짐, 마인드, 주민의견의 경청과 

배려, 종합적인 이해 등 주민과의 소통에 대한 자세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소통노력요인 중 주민민원활동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소통노력은 직접 주민과

의 접촉을 통해 적극응대하려는 노력이지만 아직까지 주민참여 혹은 민원해결을 통한 

소통노력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소통성과요인 중 조례예산활동이 다소 부

족하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획득한 정보, 요구 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넷째, 성과 및 주민만족도에는 조례

예산 및 주민민원활동은 성과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감사 및 질문활동으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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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다섯째, 성과 및 주민만족도에 소통마인드 및 기반은 잘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나 

주민과의 소통노력 및 성과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스마트행정시대와 관련하여 소통평가지표, 소통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를 지방의회에 적용하여 시스템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주민간의 소통

평가는 소통태도, 소통기반, 소통노력과 성과차원으로 분류하여 지표를 개발하였고, 적

용대상 지방의회는 대구동구의회를 선정하였고, 소통효과는 지역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의회-주민간의 소통요인은 의정활동, 성과 및 주민만족도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구축된 소통평가시스템 적용효과는 높은 것으로 이해

된다. 

지방의회-주민간의 구축된 소통평가시스템을 연구대상 지방의회에 적용한 결과, 의회

-주민간의 소통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통태도(마인드), 소통기반(인프라)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소통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방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과 원활하게 소통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욱더 소통기

반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적, 매체, 제도적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

에게 홍보인력을 확보하고, 소통전담기구를 구비하는 제도적 조건을 구비하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공청회, 정기간행물 같은 매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통노력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시화된 활동들이 효

과적인 소통을 위해 중요할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보고서의 책자나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스마트행정시대에는 소셜미디어, SNS(트위터, 유투브, 페이

스북, 블로그 등)등을 이용한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반적인 소통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 및 민원해결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의회정보센터와 홈페이지,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참여창구를 개

설하고, 지역주민의 의정모니터를 통한 참여활동을 강화할 때 주민소통은 활성화될 것

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나마 집행기관에서 부분

적으로 활용되기는 하지만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한 소통평가시스템 구축과 적용: 지방의회-주민간의 소통을 중심으로 131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주민복지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반주민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정참여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소통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효과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스마트 행정, 모바일 행정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정부와 시민과의 소통변화

를 예고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소통수단도 소셜미디어, SNS개발로 인해 일방적인 것

에서 쌍방향적인 소통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정부기관의 소통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도 더욱이 지방의회-주민간의 소통연구는 초보적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의정효

율성을 높이고 주민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선적으

로 소통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표를 이용한 자체 소통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소통평가시스템은 주로 이론적 차원에서 개발하였는데, 소통점검표와 소통평가

표가 실무적 실용적 관점에서 현실성과 적용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셋째, 의회-주민간의 소통평가시스템은 소통점검표, 평가지표, 모형 등 현재 지방의회

의 소통에 대한 관심과 수준을 반영한 것이므로 향후 의정평가 환경의 변화, 소통수준의 

향상, 스마트 행정에 따른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소통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점검표, 평가표, 시스템의 내용 등이 다소 자

의적이고 의회차원의 실무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고, 주로 이론적･학술적 차

원의 연구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좀 더 시민, 전문가, 의원 및 의정공무원을 대상

으로 델파이, AHP, FGI분석과 주민대상으로 광범위한 서베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효과연구를 위한 대상의회를 하나의 기초의회를 선택했는데 단일 의회를 선택하여 

적용하다보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반화의 한계를 지닌다. 후속연구는 연구대상 지방

의회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구축된 지표에 의해 측정하여 실제 소통수준을 평가

해보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연구에 더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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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a Communication Evaluation 
System for Realizing Smart Administration: Focused on 

Communication between Residents and the Local Council

Keonsup S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truct a communication evaluation index and system 

for implementing communication administration in the smart administration era and apply 

it to local council performance evaluation in order to obtain implications. The 

communication evaluation system is constructed from the viewpoint of communication 

attitude, foundation, effort, and performance (feedback). Communication between residents 

and the local council is verified by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ttitude and foundation for the local council's communications are well 

established, but they are not excellent in terms of communication effort and performa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mmunication efforts for resident participation as well 

as for solving complaints. Third, communication performance and feedback should be 

strengthened and positively reflected in budget activities and enactment of ordinances. 

Facilitating communication requires contacting and engaging frequently with residents, 

introducing a communication evaluation system, strengthening online communication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SNS), and ongoing monitoring.

【Keywords: smart administration, communication evaluation & performance, 

communication system, performance & resident satisf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