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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고는 인터넷 민원 문서를 이용하는 일반인의 이해 및 표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민원 문서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개선 방

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터넷 민원 문서 개선의 방안을 마련하

는 일은 공문서의 소통성을 제고하는 일이 될 것이다. 

민원 문서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2013)’에 준하여 ‘민

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

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 문서’로 정의된다.1) 공문서는 업무의 형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초연구사업임(NRF-2-2013-3095-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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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따라 약 여섯 가지로 분류되는데2), 그중 국민이 공문서 생산의 주체

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민원 문서가 유일하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소통 장면이 ‘공공기관과 국민 간 공

적 소통’의 장면이라고 할 때(서혁, 2014: 122), 민원 문서는 그 소통의 국

면에서 매개체로 작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민원 문서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국민들이 민원 문서를 쉽고 편

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노력은 그간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

다. 문서 자체의 측면에 대해서는 문서 내용의 국어학적 측면과 문서 형식

의 디자인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매체의 측면에서는 일반 서

식 문서의 개선 측면과 인터넷 민원 서비스 시스템 개발 측면에서 논의가 

이어져 왔다. 2000년대에 들어 정부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를 추진하였고, 그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사이

버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채원호·손호중·박만용, 2003: 325). 

반면 정부의 민원 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본질적으로

는 민원인들이 민원서류의 발급을 위해 직접 작성하는 민원 서식에는 관

심이 소홀했음을 지적하는 논의도 일었다(김민천, 2004). 또한 오현아

(2010)의 분석 결과 민원 서식을 작성할 때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소로는 

‘문서 용어(44.6%)’에 이어 ‘작성 절차의 어려움(26.9%)’, ‘작성 안내 설명문

(2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민원 서식 사용자들이 용

어 이해 및 작성 과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민원 문서 개선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

1) 선행 연구에서는 민원 문서와 민원 서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 문서’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에서

는 다음과 같이 ‘법규 문서, 지시 문서, 공고 문서, 비치 문서, 민원 문서, 일반 문서’

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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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왔고, 2010년 행정안전부는 대대적인 민원 문서 개정 작업을 시행

하였다. 민원 문서가 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어학 측면과 디자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왔지만, 아쉽게도 인터넷 민원 문서에 관한 검

토와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매체의 

변화로 인한 공문서 소통 양상의 변화를 고려할 때, 오프라인 문서뿐 아

니라 디지털 공문서의 소통성까지 그 범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공문서

의 실질적인 소통성을 논의하는 것은 매체의 변화, 즉 소통 경로의 다양

성을 배제하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인터넷 민원 행정에 큰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근주·강민아, 2009),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 시스템적 측면뿐 아니라 공공문식성과 소통적 측

면에서의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민원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컴퓨터 

녹화 장치를 통해 녹화하고 이에 대한 눈동자 움직임의 데이터를 병행하

여 분석함으로써 민원 문서 이해 및 표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식적 특징

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때 실제 민원 문서를 작성해 보고 그 결과를 확

인하는 일은 본 연구가 좁게는 민원 문서, 넓게는 공문서를 읽고 작성하

는 것은 물론 그 실행까지를 ‘공문서의 소통’이라고 보는 관점을 반영한

다(서혁 외, 2014: 130). 공문서의 본래적 기능의 실현 여부가 소통의 성공

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제이므로, 소통 행위가 단순히 텍스트에 대한 이해

를 넘어, 이를 바탕으로 한 실행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문서의 ‘실

행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공문서 텍스트 그 자체뿐 

아니라 인터넷 민원 문서의 내용과 형식이 인터넷 민원 신청의 성공적 실

행에 얼마나 적합하고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고, 실행 주체의 공문서 접근 

및 이용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텍스트 측

면 및 시스템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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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연구 검토

공문서를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야 한다는 움직임은 국

립국어원에서 공공언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민원 문서에 관한 연구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국민의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디자인 측면이나 문법론적 차원에서 접근하

고 있다. 텍스트의 문법 차원에서 민원 문서를 논하는 연구로는 제민경

(2010), 이동석(2012) 등의 연구가 있고, 민원 문서의 가독성과 같은 디자

인 측면에 대한 것으로는 김민천(2004), 최병대(2009), 이승환·임범석(2010) 

등의 연구가 있다.

이처럼 국어교육학 측면에서는 주로 서면으로 된 민원 문서에 한하여 

가독성과 문법적 요소 측면에서 공공문식성을 연구해 왔고, 이용자의 실

태를 조사함에 있어서도 오프라인 상의 민원 문서 작성 과정만을 다루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본고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인터넷 민원 문서 

이용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인터넷 공문서 작성에 대한 접근용이성, 이용편의성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행정학 분야에서 ‘인터넷 민원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

구에서 이루어졌다. 이근주·강민아(2009)에서 ‘일반 민원 행정 서비스’ 만

족도와 ‘인터넷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접근용이성, 신청용이성, 신속정확

성, 대응환류성, 형평성’3)의 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두 영역의 서비스 만족

도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이 중 접근용이성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3) 신속정확성은 업무의 처리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대응환류성은 민원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문의에 얼마나 부

응하여 친절하게 처리되었나(부응성)를 측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형평성은 처리 

결과의 합당성과 공평성을 측정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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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접근하는 경우 얼마나 정확하고 친절한 안내를 받았는가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신청용이성은 실제 민원의 신청과 관련하여 서식이

나 절차가 얼마나 편리하고 간편하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설계되고 운영

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행정서

비스가 시간적 효율성 외 다양한 측면에서 일반 행정 서비스보다 큰 만족

도를 줄 것이라 예상되는데, 연구결과는 이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김성홍(2007)에서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

한 기준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였다. 김성홍(2007: 84)에는 서

비스 품질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연구와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한 5차

례의 협의를 통해 온라인 민원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한 항목, 요인, 차원을 

구성했다. 이 연구에서 밝힌 매체 유형성이라는 대범주 아래 ‘접근용이성, 

이용편리성, 심미성’4) 등의 소항목은 본고의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

완하여 인터넷 민원 문서 실행 양상을 분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시각 편의성과 관련된 연구는 민원 문서의 디자인 측면에서 개선

하고자 한 행정안전부의 민원 개정 노력과 관련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식 설계기준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보기 좋은 형태의 서식 틀을 마

련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민원인이 기입해

야 하는 정보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한 표 구분이나 음영 

4) 기존의 Li 외(2002), Kuo(2003), Buckley(2003) Kuo 외(2005), Yang 외(2005)의 연구를 

종합하여 접근용이성과 이용편리성, 심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 항목을 설정

하였다. 접근용이성은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 사이트의 검색 및 접근이 용이한지, 

주소를 기억하기 용이한지,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 가능한지 등의 특성에 대한 

기준을 의미한다. 이용 편리성은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 사이트에 적절한 검색기

능이 제공되는지, 사이트 내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쉬운지, 사이트 이용 방법을 

배우기 쉬운지 등을 다룬다. 심미성은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 사이트가 시각적으

로 깔끔하고 세련되었는지, 사이트 구성이 명확한지, 고객중심으로 구성되었는지 등

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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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등을 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은 정보시스템에서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시도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특정 항목을 선택할 경우 관련 항목만 작성할 수 있게 나타내는 등 정보

시스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서식을 재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정 

내용으로 삼고 있다.5)

이에 관해서는 일찍이 김민천(2004)의 연구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민원 

서류를 정보디자인, 편집디자인, 타이포그래피, 가독성 중심으로 비교, 분

석하였다. 공공기관 외의 민간 기업이나 국외 사례를 참고로 하여 바람직

한 민원서류의 구성에 대해 서체, 여백, 레이아웃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인 형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승환·임범석(2010)에서는 행정학 분야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민원 

서식의 가독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지금까지 민원행정의 연구는 민원서류의 간소화, 민원서비스의 처

리과정, 민원서비스의 품질 및 평가, 민원행정공무원의 행태, 개인의 정보

보호, 접근성의 제고 및 인터넷 민원처리기능의 강화 등과 같이 민원행정

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하고(이승환·임범석, 2010: 137), 민원 

서식의 가독성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영주시의 

자치법규 민원 서식을 타이포그래피(서체), 레이아웃, 가독성에 초점하여 

분석하였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비친화적인 용어, 어려

운 한자용어, 중복정보 요구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고 개정하

여 민원인들에게 좀 더 알기 쉽고 쉬운 문서 서식을 제공해야 함을 제안

5)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서는 개선의 주요내용으로 “정보시스템에서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컴퓨터 화면상의 서식에 컬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특정항목을 선택할 

경우 관련 항목만 작성할 수 있게 나타내는 등 정보시스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서식을 재가공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보도자

료 “민원 서식, 50년 만에 바뀐다.”, 2010.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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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이승환·임범석, 2010: 146).

마지막으로 공문서의 실제적 실행 가능성에 초점을 둔 서혁 외(2014)에

서 언급된 ‘실행성’을 참고하여 연구의 전체적 방향을 설정하였다. 서혁 

외(2014)에서 ‘실행성’은 공문서 텍스트 자체의 내용이 ‘실제적 실행을 가

능하게 하는가’ 혹은 ‘실제적 실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이 개념을 차용하되 ‘공문서 텍스트의 실행 가능성’

을 넘어 공문서 텍스트 그 자체뿐 아니라 인터넷 민원 신청의 성공적 실

행 과정에 대한 인터넷 민원 문서의 내용과 형식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포

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공문서 작성의 주체가 인터넷 민원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화

면 녹화와 눈동자 움직임 관찰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공공문식성과 연관

하여 분석해 본다면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

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본고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공공문식성 신장에 있으므로, 공문

서 사용 주체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되는 문서에 초점을 두고 대상을 선

정하였다. 최병대(2009)는 국민이 필수적으로 접하게 되는 민원 문서를 생

애주기(Life Cycle) 민원이라고 명명하며 ‘출생－취학－주민등록－병역－

혼인/이혼－사망’ 각각에 해당되는 민원 문서를 국민의 시각에서 분석한 

바 있다. 이처럼 국민의 생애주기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어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찾는 것은 최근 공공문식성 논의와 연계하

여 볼 때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보다 국민의 삶에 유기적으로 도움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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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문서의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단일집단을 대상으로 준실험설계를 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다. 실험 문서의 종류로 일반인의 사용도, 참여도, 접근성이 가장 

높은 민원 문서로 한정하였고, 분야는 일반인의 실제 삶과 밀접하게 관련

되는 생활민원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는

데, 과제1은 “주민등록등본(초본)교부” 신청하기, 과제2는 “전입신고”하

기’6)이다. 두 가지 민원 주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에서 자주 찾는 민

원으로 제시된 바 있다. 

실험 대상은 학부생, 대학원생, 직장인으로 구성된 20대, 30대 일반인 

여성 11명으로 하였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여 총 9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7) 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먼저 실험 안내문을 제시하여 동의를 구한 후, 주의 사항 안내, 실험에 대

한 구체적인 과제 제시, 실험 실시, 사후 면담 순으로 진행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시선추적장치가 장착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소 인터넷을 이

용하듯 자신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하여 주어진 과제를 수행했다.

연구 방법은 컴퓨터 녹화 장치와 시선추적장치(Eye-tracker)8)를 활용한 

실험 및 사후 면담으로 이루어진다. 시선추적장치를 활용하여 실행 주체

가 인터넷 민원 문서에 접근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눈동자 움직

6) 과제2는 세 가지 경우(세대구성, 다른 세대로 편입, 세대합가)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연구진이 다음과 같이 사례로 제시하였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던 세대주(나)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때 세대주는 ‘아

버지’에서 ‘나’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봅시다.”

7) 본 연구는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연구가 아닌, 기초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공문서에 대한 접근 경험이 있고 접근용이성이 수월하다고 판단되는 집단을 

임의 표집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11명 중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 P3, P5를 제외하고 

기술하였다. 결과적으로 본고의 분석 대상은 P1, P2, P4, P6, P7, P8, P9, P10, P11이다.

8) SMI사, Sampling rate 500Hz, Eye(s) :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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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분석한다. 실험 분석은 BeGaze 3.3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이때 실험 참여자의 인터넷 민원 문서 작성 과정 중 화면 위에 고정된 위

치와 횟수 그리고 눈동자 움직임의 경로인 시선흐름(Scanpath)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데이터는 실험 참여자가 민원 문서를 작성하는 과

정에서 단순히 페이지를 생성하고 클릭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관찰하는 

차원뿐 아니라, 실제로 눈동자가 어떤 부분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한 분석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사후 면담을 통해 인터넷 민원 문서 실행 주체의 인식 조

사 및 시선 추적 실험 결과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실행 과정을 분석하는 기준은 앞서 언급했던 이근주·강민아(2009), 김

성홍(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9) 이근주·강민아(2009)에서는 

실행 과정에 관련된 기준인 접근용이성, 신청용이성을 참고하였다. 김성

홍(2007)에서는 매체 유형성의 기준으로 접근용이성, 이용편리성 외에 심

미성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심미성은 본고의 논의에 보다 적합하

도록 가독성 측면을 부각시킨 시각적 편의성으로 그 기준을 재구성하였

다. 시각적 편의성은 서혁 외(2014)의 공문서 분석 기준을 참고한 것이다. 

또한 분석 대상이 사용 주체의 민원 문서 실행 과정이기 때문에 분석 기

준 또한 실행 과정을 바탕으로 마련하고자 했다. 

9) 그러나 행정학 분야(이근주·강민아, 2009, 김성홍, 2007)에서 실시된 연구들은 주로 시

스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의 교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

문에 사용자가 접하는 시스템 상의 문제나 불편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

족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의 공문서 소통 활성화에 있

으므로, 실험 참여자를 서비스 사용자가 아닌 공문서 실행의 주체로 상정하고 연구

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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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용이성

인터넷 민원 문서 사이트의 검색이 용이한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원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가

시각

편의성

알맞은 글자 크기와 간격으로 작성되었는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표시를 적절히 사용하는가

내용 이해에 필요한 시각자료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이용

편리성

사이트에 적절한 검색 기능이 제공되는가

사이트 내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쉬운가

사이트 이용 방법을 배우기 쉬운가

사용자의 어려움을 원활하게 해결해 주는가

<표 1> 인터넷 민원 문서 분석 기준

<표 1>과 같이 접근용이성, 시각 편의성, 이용편리성 총 세 가지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인터넷 문서 실행 과정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

는 사용자들의 어려움을 텍스트 차원 및 시스템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

다. 본고에서는 대범주와 하위 항목을 설정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실험 

참여자들이 보여준 민원 문서 실행 과정을 사례로 들어 질적 분석을 수행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인터넷 민원 문서에 대한 “접근용이성”

본고에서 접근용이성은 김성홍(2007)에서 언급한 용어의 정의를 참고

로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 사이트의 검색 및 접근이 용이한가를 살펴보

고자 한 분석 기준이다. 실험 참여자들이 과제를 부여받은 후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해 인터넷 민원 문서에 접근하는 과정을 실제로 관찰한 내용을 

기술하기로 한다.

주민등록등본(초본)교부(과제 1) 신청의 경우, 실험 참여자들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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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인터넷발급”을 검색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대개 ‘주민등록’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자동 완성된 검색어를 클릭하였다. 

이후 검색 엔진 화면에는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

부(민원24)’ 사이트10)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링크가 제시된다. 참여자들은 

큰 고민 없이 바로가기를 통해 민원24로 진입하게 되며, 분야별 민원 중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페이지가 바로 제시되기 때문에 사이트 내에

서 새로이 민원 과제를 검색할 필요 없이 즉시 과제 수행을 시작할 수 있

게 되었다.

과제 2인 전입신고의 경우도 위와 같은 사이트인 민원24에서 신청하는 

것인데, 실험 참여자에 따라, 새로운 검색 엔진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

는 경우와 민원24 페이지 내에서 ‘자주 찾는 민원정보’ 배너를 통해 바로 

전입신고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인터넷 검색 엔진을 이용하

는 경우, 과제1과 마찬가지로 민원 24의 전입신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가 되어 있어 접근이 매우 용이함을 알 수 있다. 

접근편이성 측면에서 실험 참여자들은 무리 없이 과제 수행을 위한 민

원 사이트에 접근하고 수행을 이어나갔다. 다양한 검색 엔진을 통해 민원 

신청의 주제를 검색창에 입력하기만 하면 민원 24로 연결되는 링크가 형

성되어 있으며, 주소 역시 간단하여 기억하기 쉽다. 다른 민원 신청의 경

우도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되므로 인터넷 민원 신청의 경우 접근

용이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민원 24를 통해 민원인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통합전자 민원창구에

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민원포털(민원24)에서는 1,800여종의 민

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처리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47종의 민원서류

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로 신청하여 발급 받으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

민의 한해 이용건수는 2012년 기준 11,539만 건에 달하며, 고객만족도는 82점 정도

이다(민원24, http://www.minwon.go.kr/new_info, 2014.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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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민원 문서의 “시각적 편의성”

인터넷 민원 문서의 시각적 편의성은 오프라인 종이 문서와 비교함으

로써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시각적 편의성은 인터넷 민원 문서의 가

독성 측면과 관련이 있다. 그간 민원 문서는 서체, 여백, 레이아웃 측면에

서 많은 지적을 받아 왔는데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 민원 문서는 상당한 

노력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 민원 문서가 문서 구성 방식의 측면에서 종이 문서보다 

유리한 점은 지면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종이 문서는 대개 

양면 한 장으로 빽빽하게 제시되지만, 인터넷 민원 문서는 웹페이지를 넘

기면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서체, 크기, 레이아웃 측면에서 가

독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두 과제의 경우에도, 첫 화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에 대한 안내,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제시함으로써 신청자

에게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 화면에서 신청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전입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신청 절차를 4-5개의 

페이지로 분할하여 제시함으로써 여백과 레이아웃 측면에서 종이 문서보

다 유연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민원 문서에서만 가능한 하이퍼링크 기능은 더

욱이 지면의 한계에서 자유롭게 해 주어 사용자들의 시각적 편의성을 도

모하는 역할을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 따라하

기, 세대주 확인 바로가기, 신청 작성 예시’를 통하여 문서 작성 시 부딪

히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도움 장치를 따로 마련하였다. 특히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전입신고의 경우, ‘세대 구성, 다른 세대로 편

입, 세대 합가, 전입, 출입 구분’ 등 용어 개념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처

리하기 쉽지 않은 문서인데, 종이 문서의 경우 각각의 용어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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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나 사례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없으면 문

서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림 1> 종이 전입신고서 

<그림 2> 인터넷 전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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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터넷 문서의 경우 각 용어 하단에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하는 

예시를 제시해 놓았다. 이것 역시 새로운 팝업창이 생성되도록 제시하고, 

새로운 팝업창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표시 등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인터넷 민원 문서의 또 다른 장점은 사용자가 신청하는 데 필요한 칸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종이 문서의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신청, 

등본/초본, 개인/법인이 하나의 서식에 통합되어 있어 사용자가 그 중 기입

해야 하는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여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서식 자체의 불명확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문

서에는 없는,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수수료 면제 대상, 행정기관

명’ 등의 칸도 마련하고 있어 기입할 필요가 없는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 서식 문서의 경우 각기 다른 화면에 다른 정보를 요구하고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칸만 제시하며, 사용자가 이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3. 인터넷 민원 문서의 “이용편리성”

이용편리성은 인터넷 민원 문서 사용의 용이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는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

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두 과제는 같은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

졌는데, ‘행정서비스 제공 사이트에 적절한 검색기능이 제공되는지, 사이

트 내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쉬운지’의 요소 측면에서는 매우 적절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는 검색어 기

능이 서비스되고 있으며 자주 찾는 민원, 주제별 민원 등의 화면 구성으

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민원 신청을 하는 데 편의를 돕고 있

다. 다만 ‘사이트 이용방법을 배우기 쉬운지,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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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원활하게 해결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과제 수행 양상을 미시적으로 

살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민원 과제에 대한 수행 양상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 전입신고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

석하고자 한다. 우선 전입신고를 하는 데 있어 주민등록등본(초본)교부 

신청보다 약 2-3배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문제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등록등본(초본)교부 신청에 비해 2-3배 정도의 시간을 

더 요구할 정도의 분량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11)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작성 과정에서 신청인이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뿐

만 아니라, 민원 문서 작성 과정에서 민원 문서의 실행을 돕는 요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도 절차나 안내 등이 ‘사용자 중심의 문제해결적 안내 방식’이 아니라, ‘정

보 제공자 중심의 제시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 어려운 용어가 무차별

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민원 문서 작성의 실제적 국면에서 나타난 인터넷 민원 문서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을 실제 사례를 들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1) 주민등록등본(초본)교부 신청의 경우 평균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반면, 전입신

고의 경우 평균 1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전자는 본인 인적 정보와 선택 사

항을 클릭하면 별도의 비용 지불 절차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작성 절차의 간

편성에 기인하기도 한다. 반면에 전입신고는 민원인이 주체가 되어 기본적인 개인 

정보와 전입신고에 필요한 전입지 및 전출지의 주소나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파악

하며 작성해야 한다. 두 과제의 성격이 다르므로 시간의 차이는 필연적이나 그 원

인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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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용어 설명에 대한 열지도

(Heat map) 양상

1) 텍스트 측면

첫째, 민원 문서에 사용된 용어나 개념의 이해가 어렵다. 민원 문서에는 

어려운 말들, 특히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민원인들이 용어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문헌 연구를 통해서도 익히 살펴봤던 바이다. 기존 

서식 문서의 이용 실태 현황에서도 용어 설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4.3%(101명)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고, 22.6%(42명)가 ‘아주 필요하다’

라고 응답하여,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이 절대적으로 보강되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오현아, 2010: 146). 본 사이트에서는 용어 설명이 팝업창으

로 제시될 수 있도록 도움말 버튼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 서식 문서보

다는 용어의 설명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기에 좋은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해당 부분에 직접적

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클

릭하여 살펴볼 수 있게끔 하는 방

식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어려운 

용어 설명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실험에서 ‘세대주, 전

세대주, 전출구분’등과 관련하여 

용어가 다소 난해했다는 점을 토

로한 실험 참가자들이 있었다. 

<그림 3>의 열지도(Heat map)12) 

12) 눈동자 움직임과 시선추적 장치 실험에서 전형적으로, 많은 주시(또는 고정, 

fixation)가 있는 부분이나 자료 샘플은 칼라 출력의 경우에는 밝게(노란색 또는 빨

간색 계열로) 나타난다. 주시(고정)가 거의 없거나 주시하지 않는 부분은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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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통해 실험 참여자들이 전입구분 및 전출입 선택기준의 용어에 대

해 오랜 고정(주시)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용어 설

명 버튼으로 용어와 해당 예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았으나, 그 

용어 설명의 난이도와 예시의 적절성 등의 측면에서 사용자의 요구 및 편

의를 반영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작성 예시문의 경우에는 ‘다른 세대로 편입, 세대합가’ 등 모두 기혼자

에 대한 예시만 있어13), 미혼자가 신고할 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혼

란스러울 수 있다. 이처럼 예시가 한정적이라는 점, 개념 정의가 다소 불

명확하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세대주’로 표기되어야 할 

단어가 ‘대주’로 오기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어려운 용어에 대해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맞춤법 표기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문제 상황 시 제시되는 오류 메시지가 명료하지 않다.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봉착한 문제는, 세대합가를 선택하여 

진행할 경우 세대주를 ‘나’로 변경해야 하는데, ‘본인’이 아닌 ‘부(父)’를 선

택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입지 세대주

와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팝업창이 뜬다. 구체적인 메시지의 내용은 “전

입지 세대주와의 관계가 본인이 아닌 경우를 선택하셨습니다. 신청인과 전

입지 세대주의 성명이 같을 수 없습니다.”로 나타난다. 이 팝업창이 뜨면 

참가자들은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전입지 주소 정보, 전세대

주 정보, 세대주 정보 부분에 매우 많은 고정과 회귀를 보였다. 

(흑백 출력시 회색이나 검정색 계열)으로 표시된다(Holmqvist, Kenneth. 2011:7장). 

일반적으로 눈동자 움직임 연구에서 주시(고정)는 250ms(0.25초) 이상의 응시 시간

을 가리킨다.

13) * 다른 세대로 편입: 예)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우리가족 전부 또는 일부

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갑니다.

* 세대 합가: 예)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우리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부모

님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세대주변경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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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입신고서 작성 시 시선흐름(Scanpath)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전입지의 세대주와 전출지의 세대주 정

보를 혼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7명(약 77%)의 

실험 참여자들은 세대주 변경을 시도하고 전입지 주소도 다시 작성하는 

시도를 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출입 구분에 대한 도움말 

버튼을 눌러 전입신고에 관련된 용어 풀이를 살펴보는 양상을 보였다(P1, 

P2, P7, P8, P9, P10, P11).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1단계의 전입지 세대주”에 대한 용어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단계의 전입

지 세대주의 관계를 ‘부’ 혹은 ‘모’에서 ‘본인’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도 2단계에서 나타나는 팝업창이 실험 참여자들에게 문제점을 정확히 인

지시키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여 제공함으로써 참

여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위와 같은 과정을 겪은 참여자들을 면담한 결과, 전입신고의 절차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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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고 응답했다. 작성 절차는 보통 작성 안내 설명문에서 안내하는바, 

작성 절차가 어렵다는 것은 곧 작성 안내 설명문이 그만큼 친절하게 쓰여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오현아, 2010). 실험 참여자들은 “올바르게 기

입한 것 같은데 오류가 있다며 재기입하라는 창이 뜨면 안절부절하였다. 

이를테면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과제2)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것 같은데, 자꾸 오류가 있다고 하니(세대주 본인 여부) 무엇을 잘못한 것

인지 고민했다.(P8)”와 같은 반응이 많았다. 또한 “팝업창의 내용을 잘 이

해할 수 없었다.(P11)”, “불편하다. 오히려 동사무소가 더 편하다. 사용자 

입장이 아니라 제공자 입장의 사이트 같다.(P2)”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인터넷 민원 신청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문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는 대면하여 질의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보다 정보 해석과 문제해결

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인터넷 상으로 질문을 남기게 되는 경우 대답

을 얻기까지 큰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터넷 민원 문서 사용

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만약 오류 안내 메시지를 보다 쉽게 작성하고, 문제의 본질적인 측면을 

확인해 내어 구체적인 수정 방법을 안내한다면 사용자들의 불편을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문제 상황에 대해 언급한 후, “1단계에

서의 전출입 구분에서 전세대주와의 관계를 본인으로 설정하십시오.”라

든지 “작성 예시 혹은 자주 찾는 질문을 확인하시겠습니까?”와 같은 안내

를 제공한다면 비대면(非對面)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다 효율

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스템 측면

첫째, 진입 경로에 따라 나타나는 메인 화면이 다르다. 대부분의 실험 

참여자가 주민등록등초본 과제를 수행한 후 같은 사이트 내에서 검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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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혹은 자주 찾는 민원 목록 배너를 활용하여 전입신고 화면에 접근

했다. 반면 P6, P11의 경우는 이전 과제와 관련한 사이트를 종료한 후 새

로이 검색 엔진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민원 24에 재진입하여 전입신

고를 신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접근 경로에 따라 참여자들의 과제 수행의 

양상이 달리 나타났다는 점이다. 검색 엔진을 통해 전입신고 신청 페이지로 

접근한 참여자는 <그림 5>의 열지도(Heat map) 화면에서 ‘신청작성예시’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반면, 같은 사이트 내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접근한 참여자들의 경우 첫 화면에 나타난 <그림 6>

과 같이 전입신고 유의사항(법·제도)을 읽고 바로 작성 1단계를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유의 사항’이 작성 시 유의 사항이 아니라 단지 전입

신고의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면에 시간을 투자하고 

꼼꼼히 읽어 내려간 실험 참여자는 9명 중 2명에 불과했다. 대체로 ‘전입신

고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않고(P8)’,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꼼꼼

히 읽는 양상이 아닌 부분 부분 고정 및 큰 도약을 보이며(P10)’ 작성 1단계

로 넘어갔다. 이처럼 전입신고 유의사항(법적·제도적)의 이독성 및 가독성

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첫 화면에서부터 작성 상의 유의 사항에 접근하

기 어려운 화면 구성을 지닌다는 점은 이후 다양한 문제의 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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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검색 엔진을 통해 전입신고 페이지로 이동 시 나타난 첫 화면(열지도, P6)

<그림 6> 사이트 내 검색 기능을 통해 전입신고 페이지로 이동 시 

나타난 첫 화면(시선 흐름, P7)



124  국어교육연구 제33집

그 후 2단계에서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에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 예시 등을 찾아보는 시선흐름(Scanpath)14) 양상을 보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작성 예시나 자주 묻는 질문을 클릭한 참여자는 2명에 불과

했다. 

접근 과정에 따라 달리 제시되는 메인 화면이 작성 예시 및 자주 묻는 

질문으로의 접근 방식이 달랐다는 점에서도 본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는 접근의 경로에 관계없이 같은 화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그 첫 안내 화면은 법적 제도적 유의사항뿐만 아니라 작

성 상의 절차에 대한 안내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제시한다면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의 수를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입신고 신청 예시문, 자주 묻는 질문 등 도움말 기능에 대한 접

근성이 떨어진다. 작성 예시나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민원 문서 작성자

의 편의를 돕는 것은 민원 신청 기관에 직접 가지 않는 경우, 즉 비대면 

접촉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민원 24 사이트 내에서는 필요한 사람의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작성 예시나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를 통해 실험 참여자들의 이용 과정 및 눈동자 움직임을 추

적한 결과,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전입신고 신청 화면에 접근하는 방법

에 따라 제시되는 첫 화면이 달랐으며, 과제 수행 중 도움말 버튼을 찾지 

못해 연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따라서 사용자

가 웹페이지의 여러 군데에 배치되어 있는 도움말 기능을 원활히 사용할 

14) Holmqvist, Kenneth(2011)에서는 ‘시선흐름’(Scanpath)을 ‘특정 시간 내에 일어난 안구 

움직임의 경로’로 정의한다. 이들에 따르면 ‘시선흐름(Scanpath)’이라는 용어는 눈동

자 움직임 또는 시선추적 연구와 관련하여 Noton과 Stark의 1970년 대 초기 연구

(Noton & Stark, 1971a, 1971b)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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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시각적으로 더 강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용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민원 문서는 이용 편리성 측면에서는 검색 기능 등

을 활용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는 있지만 사용자의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한 장치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도움을 주기 위한 장

치가 있더라도 이를 실험 참여자들이 충분히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거

나, 이용하더라도 그 도움이 실질적이지 않은 경우를 보여 여전히 개선되

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공문서를 통한 소통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대한 출발점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원 문서를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언어적 측면

과 디자인 측면 등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

쉽게도 인터넷 민원 문서에 관한 검토와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최근 매체의 변화로 인한 공문서 소통 양상의 변화를 고려

할 때, 오프라인 문서뿐 아니라 디지털 공문서의 소통성까지 그 범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식 문서 실행 과정에 대한 눈

동자 움직임을 추적하고 사후 면담을 실시하여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였

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마련한 인터넷 민원 문서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비판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민원 문서 실행 과정의 문제점은 이용편리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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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인터넷 민원 문서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고 

편리하다는 점, 시각적 편의성이 뛰어나 그동안의 노력의 성과가 엿보였

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식 문서 실행 과정에

서의 작성 절차나 용어 사용, 예시 제시, 오류 팝업창 문구 등의 면에 있

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팝업창의 메시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쉽게 제시하고, 문제해결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수정 방법을 

안내한다면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입 경로에 

따른 메인 화면의 상이성, 도움말 기능의 접근성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제도적 노력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

부 차원에서 공문서의 어휘나 문장에 대한 순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매체가 발달하고 있는 현 

시대에 인터넷을 통한 공문서 소통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민원 사이트 등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

하여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

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국어 책임관 제도15) 정책의 주요 

업무에 다양한 매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인터넷 민

원 문서의 개선을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 국민의 공공문식성 신장의 일환으로 인터넷 민원 문서 

수행 과정을 실질적 국면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

았다. 본고에서 제시한 인터넷 민원 문서의 실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추후 다양한 공문서 소통 장면을 고려한 공문서 생산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는 데 단초가 될 것이다. 나아가 본고의 논의를 

15) ‘국어기본법 제10조 1항’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소속 공무원 중 1인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국어 

정책 중 하나이다. 현재 국어 책임관들의 주요 업무는 크게 ‘쉽고 정확한 국어사용 

장려’, ‘공무원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및 국어 문화 

환경 개선 시책’, ‘정보 교류 및 업무 협조를 위한 활동‘ 등이다(이관희, 2010: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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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인터넷 민원 공문서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이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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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공문식성 신장을 위한 인터넷 민원 문서 실행 과정 분석

서 ․오은하․이소라

본 연구의 목 은 일반인의 인터넷 민원 문서 실행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인

터넷 민원 문서의 문제 을 밝 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궁극 으로 

공문서의 소통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해 학  학원에 재학 인 20

, 30  일반인에게 ‘주등록등 본 신청하기, 입신고하기’를 과제로 부여하고, 

시선추 창지를 활용하여 실행 주체가 인터넷 민원 문서에 근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동자 움직임을 분석한 후, 사후 면담을 통해 실험 결과를 질

으로 보완하 다.

그 결과 첫째, 근용이성 측면에서는 실험 참여자들이 무리 없이 과제 련 

민원 사이트에 근하고 수행을 이어나갔다는 에서 큰 문제 을 발견할 수 없

었다. 둘째, 시각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면의 제한이 없는 웹페이지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의 양이 분할 배치되면서 자연스  가독성이 높아짐을 확인하 다. 

한 사용자가 신청하는 데 필요한 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활용

하여 구성했다는 에서 가독성 측면의 상당한 진 을 보여주었다. 셋째, 이용편

리성 측면에서는 사이트 내 정보 검색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민원 문

서의 텍스트·시스템 측면의 문제가 있었다. 텍스트  측면에서는 입신고와 

련된 용어의 난이도가 높았고, 문제 상황 시 오류 안내 메시지의 합성  효율

성이 낮게 나타났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진입 경로에 따라 나타나는 메인 화

면이 다르고, 입신고 신청 시문, 자주 묻는 질문 등 도움말 기능에의 근성

이 떨어진다는 에서 해당 부분에 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주제어] 공공문식성, 공문서, 민원 문서, 인터넷 민원 문서, 동자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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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Internet Civil Application Document Focused

on Public Literacy Improvement

Suh, Hyuk․Oh, Eun-ha․Lee, So-r 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ate the problem in internet civil 

application document and seek the improvement method by analys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internet-based civil application documents. For 

this purpose, we set tasks of apply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and reporting 

transference. Using eye-tracker, we analysed the eye-movement of them and 

then, with personal interview, we supported the test result in quality.

The result shows as below; First, in terms of approach accessibility, there 

was no specific problem. Second, in terms of visual convenience, we could 

confirm the improved readability resulted from Web sites’ characteristics of 

the data allocation in the limitless web pages. Third,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text and system of the civil applying document. As for the text, the 

degree of terminological complexity relating transference report was high. 

And when it came to the situation in problem, the compatibility and 

effectiveness of an error message was low. As for the system, we could find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in the inconsistency of main pages along with 

various access routes and low accessibility to the HELP function, for 

example, the example text of transference application and FAQ, etc. 

[Key words] public literacy, public document, civil application document, 

internet civil application document, eye-mov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