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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차이가 없다는 가정을 토대로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들의 특성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연구가설을 규명하기 위해 충남의 15개 시 군 616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서

비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특성 중 개인적인 특성(성별, 연령, 기대수준, 직업)으로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대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공공

서비스의 주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주민특성 중 환경적인 특성

으로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주지역,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난이도,

서비스 분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서비스 종류별로는 단순증명, 인허가등록 등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반해, 질

의/건의, 이의신청 등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

스난이도가 높을수록 주민만족도가 반비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교통/지역개발 분야는 만족도가 높은데 반해, 공공질서, 사회복지, 문화체육 분야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 만족도 차이】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또한 본 연구는 2013년 한국공공행정학

회 동계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일부내용이 수정･보완되었음을 밝힙니다.
*** 제1저자,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djlim@sch.ac.kr)
*** 공동저자,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jsh2006@kangwon.ac.kr)
논문접수일(2014.4.16), 수정일(2014.6.7), 게재확정일(2014.6.20)



154 ｢행정논총｣ 제52권 제2호

Ⅰ. 서 론

오늘날 전 세계는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자본과 인구이동이 급증하고 있고, 국가 간

에도 경제와 무역 등에 있어서 경쟁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 환경변화

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정부 역시 기존의 공공서비스의 독점 공급자의 지위에서 다른 국가

나 지방정부와 경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즉, 국가나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국가

경쟁력과 지방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1)는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요건이다. 공공서비스의 주민만

족도에 대한 평가2)는 여러 가지 편익을 갖고 있다. 우선, 현재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수

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의 수요 변화와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고취 등 의식변화를 유도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기관 상호 간 공공서비스 수준을 

비교･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한 행정기관의 공공서비스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등 장기적으

로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이 가능하다.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평가는 1980년대 이후부터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

미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Beck et al., 1987; James, 2009; Mizrahi et al., 2009; 

Ostrom, 1973, Van Ryzin et al., 2004). 우리나라도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부업무평가의 한 요소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 만족도 조사’와 ‘민원행

정서비스 만족도 조사’3)를 실시하고 있고, 지방정부 역시 각종 정책만족도나 민원행정서비

스 만족도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가장 뜨거운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대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1)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고객지향적 관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Kotler & Andreasen(1996), Chapman 
& Cowdell(1998) 그리고 Timan(1995) 등의 저술에서 나타나 있다. 또한 Andreasen(1996)은 공공서비

스가 고객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접근성과 이용편리성

이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평가는 질적인 평가로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얼마나 주민들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공공서비스의 제공과정의 활동은 물적 요인과 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인적요인의 비중이 크다. 다시 말해, 공
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평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의 서비스 수준이 많은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3) 주요정책 만족도 조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을 대상으로 한 국민만족도 조사이고, 민원행정 만

족도 조사는 행정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무원들의 행태와 제도자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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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능력이나 서비스 제공자(공무원)의 행위나 태도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공급자적 측면의 가정을 토대로 공공서

비스의 주민만족도를 평가하여 왔다. 물론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의 능력이나 제공자의 행위

나 태도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의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고객만족을 강조하는 현대행정에 있어서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일정한 원칙

과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 만약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일정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만족도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공기관이나 서비스 내용과 수준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공서비스를 수혜받는 주민들의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주민들의 특성에 따라 주민만족도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공공서비스 만족도 관련한 많은 국외 선행연구들은 주민특성에 따

른 만족도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차이가 없

다는 가정을 토대로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들의 특성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가 차

이가 나는지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

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만족도에 영향요인 등에 심층적인 이론적 논의를 토

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연구가설을 규명하기 위해 충남의 15개 시･군의 민원실을 이

용한 616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1. 공공서비스와 주민만족도

공공서비스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

는 재화나 서비스는 물론, 정부가 공급하지만 그 생산은 민간부문, 공기업, 제3섹터 등의 준

정부조직, 그리고 비영리조직 등이 맡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재화나 서비스를 모두 

지칭하는 것이다(김인, 2002). 공공서비스에는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공공서비스는 국방서비스부터 시군구청의 민원행정서

비스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는 지

방정부인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4)이다.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4) 민원행정서비스는 학술적 용어는 아니다. 한국의 행정은 실무적 차원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하나 서구사회는 이를 통칭하여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라고 한다. 따라서 민원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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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는 달리 주민들에게 대면접촉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

를 충족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Morgan & England, 1996). 

주민만족도는 주민들이 객관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통해 얻은 느낌, 의견과 판단

적인 평가(judgemental evaluations)를 포함한 일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의 결합(combination)

으로 정의될 수 있다(Bouckaert & Van De Valle, 2003: Kampen et al., 2006; Im & Lee, 

2012).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행정기관의 성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평가에 관

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공공서비스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전략적 기초자료로 많

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만족도는 지방정부의 산출이나 결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

로 측정하는 완전한 성과지표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오용 및 남용(misuse)의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5)(Stipak, 1979).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평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매우 

필요하다. 첫째, 공공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공무원에게 그들이 속한 행정기관의 성과에 대

한 주민의 인식과 평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둘째,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시킨다. 셋째,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변화를 파악하여 주민복지의 실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각급 행정기관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의식개혁과 행정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다(김병국, 1996).

스를 공공서비스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민원행정서비스는 많은 공공서비스 중의 부분집합이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해가 쉽다. 민원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①허가, 인가, 면허, 또는 승인 등의 신청, ②등록, 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③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④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

의 요구, ⑤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⑥기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된다(‘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시행령’). 

5)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의 관점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즉, ①인지적 상태, ②고객의 평가, ③
정서적 반응, ④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반응이 결합된 고객의 판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주민만

족을 인지적 상태로 보는 관점은 ‘공공서비스 이용자가 치른 대가의 보상에 대한 이용자의 판단’으
로 보고 있다. 둘째, 고객의 평가의 관점은 ‘고객의 욕구 및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대한 평가, 고
객의 사전기대와 서비스의 실제 성과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판단되는 일치/불일치 정도 등 일련의 

고객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평가’로 보고 있다. 셋째, 정서적 반응으로 보는 관점은 ‘고객의 기대 일

치/불일치와 같은 고객의 다양한 인지적 처리과정 후 형성되는 정서적 반응’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

으로, 인지적 과정과 정서적 반응이 결합된 고객의 판단으로 보는 관점은 ‘고객의 충족상태에 대한 

반응으로써, 서비스의 특성 또는 서비스 자체를 유쾌한 수준으로 제공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보

고 있다(박명호･조형지, 1999). 이처럼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주민들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인지적 상태, 정서적 반응이 충족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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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공급자적 측면과 수요자적 측면으로 구분하

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공급자적 측면의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연구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능력(역량)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정하게 

공공서비스를 수혜하는 주민들의 대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고 주민

만족도 수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들을 서열화하고 왜 이러한 만족도 차이가 발생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에는 Fizgerard & Durant(1980), Brown & Coulter(1983), 

박병식(1988), 김영기(1992), 김영수･박영강(1997), 황명찬･이성복･권경득(1997), 박기관(2001), 

김광주(2001), 송광태(2004), 오영균(2006), 이광희(2008) 등이 있다. 또 다른 공급자적 측면의 

선행연구들은 공공기관의 능력보다는 공공서비스 제공자(공무원)의 행위와 태도가 공공서비

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의 행위

와 태도가 어떻게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에는 김영

오(2004), 안정기･윤영주(2006), 김은희･박희서(2007), 이원욱･김영오(2007) 등이 있다.6) 

다음으로, 수요자적 측면의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연구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공기관의 능력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공무원의 행위나 태도보다는 공공서비스를 수혜하

는 주민들의 특성에 따라 주민만족도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정 하에 주민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에는 

Rossi et al.(1974), Schuman & Gruenberg(1972), 이상호･최세현(2008), 제갈돈(2013) 등의 연구

가 있다. 이상호･최세현(2008)은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가 여성, 청년층, 저학력자, 빈번방

문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갈돈(2013)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불일치가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요

자적 측면의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관한 연구로 주민들의 특성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3.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민 특성요인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

이다.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보면 공급자적 측면과 수요자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급자적 측면의 요소로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의 내용(양)이나 수준(질),7)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공무원)의 행위와 태도8)

6) 물론 최근에는 공공서비스의 만족도와 정부성과와 관계성을 연구하는 연구들도 있다(Im & Lee, 
2012; 고명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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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수요자적 측면의 요소로는 공공서비스를 수혜받는 주민들의 

개인적인 특성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기대수준 등)과 환경적인 특성요인(거주지역, 접촉

빈도, 서비스 종류 등)이 있다(Aberbach & Walker, 1970; Jones, 1995; Lineberry, 1977)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가 공급자적 요소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가정을 토대

로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수요자적 측면의 요소인 주민의 특성요인 즉, 

주민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맥락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9) 

우선,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특성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인종, 기대수준 등이 있다. 첫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공서비스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eurprakobkit, 2000; Reisig & Giacomazzi, 1998).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공서비스

에 대해 더 호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주민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

다. 많은 연구에서 청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isig & Correia, 1997; Worrall, 1999). 그러나 대체로 연령과 주민

7)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이 내용과 수준은 행정관료들의 의사결정의 행태에 따라 달라진다

(Garrett et al, 2006). 공공서비스의 배분은 ‘관료적 의사결정규칙(bureaucratic decision rules)’ 또는 '누가 

무엇을 얻는가(who gets what)'에 대한 가설에 의해 주로 설명되어 왔다(Antunes & Plumlee, 1977). 다
시 말해, 행정관료들이 공공서비스의 배분에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선출직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Mladenka & Hill, 1977). 중앙정부와 비교해서 지방정부 활동은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행정적인 운영측면이 강하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공서비

스를 전달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은 관료들이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배분에 어

떻게 관여하는지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Im 
& Lee, 2012). 이는 관료들이 특정 공공서비스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내용(양)과 수준(질)
을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공서비스 간 주민 만족도 수준의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8) Lipsky(1980)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를 발전시킨 모형을 토대로 공공서비스를 집행하는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개인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Thomas, 1982). Lipsky(1980)는 공공주택국의 

공무원들이 청년층 주민들보다는 노년층 주민들에게 더 친절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연령과 접촉의 질

(contact quality)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Brown & Coulter(1983), Percy(1986)
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경찰관의 반응과 태도에 밀접히 관련이 있는 반면, 주민의 소득

과 연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행태에 따라서 

주민만족도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9)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수요자적 요소를 Orr et al.(2007)는 개인적 경험(personal experience) 모형

과 상징적 태도(symbolic attitudes)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개인적 경험 모형은 주민들이 경험

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만족스러우면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는 반면, 그렇지 않는 경우

에는 낮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상징적 태도(symbolic attitudes) 모형은 주민들이 일반적인 

정치적･사회적인 신념과 믿음에 근거하여 공공서비스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정치적･사회적 믿음에 근거하여 만족도를 평가한 주민

들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Orr & Wes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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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와 관계는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Fitzgerald & Durand, 198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Brown & Coulter, 1983). 셋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교육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공공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Jesilow 

& Meyer, 2001; Weitzer & Tuch, 1999).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

치가 높은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

도는 인종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흑인이 백인들에 비해 공공서비스에 만

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chuman & Gruenberg, 1972). 이는 인종이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변수라는 것을 의미한다(Williams, 1977). 같은 맥락에

서 인종적 소수자(ethnic minorities)는 주류사회 구성원(majorities)에 비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ayley & Mendelsohn, 1969; Reisig & Parks, 2000). 마지막

으로,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는 주민의 기대수준(degree of expectation)에 따라 달라진다

(Van Ryzin, 2004). 기대이론에 따르면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는 

지방정부가 단순히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의 낮은 기대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만족도는 지방정부의 

불충분한 공공서비스의 제공도 있지만 주민들의 높은 기대감에 기인한다는 것이다(James, 

2007). 이러한 기대이론에 관련하여 Brown & Coulter(1983)는 공공서비스의 전달의 객관적인 

상태와 주민 만족도 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민만족도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과 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

감에 따라 만족도 수준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cf. Kampen et al., 2006). 

다음으로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맥락적인) 특성에는 거주지

역, 접촉빈도, 서비스 난이도, 경제적 수준 등이 있다. 우선,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는 주

민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진다(Dunham & Alpert, 1988; Murty et al., 1990). 다시 말해, 

불편하거나 환경이 다소 열악한 저개발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거환

경이 우수하고 개발이 잘 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비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Davis, 1990). 둘째,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는 공공기관의 방문횟수

나 접촉빈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공공서비스를 자주 방문하거나 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

는 사람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을 나타났다(Worrall, 1999). 셋째, 공공서비스의 난이도에 

따라 주민만족도가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민원해결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공서비스

는 그렇지 않는 공공서비스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Decker, 1981). 마지막으

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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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유한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idenball & Jesilow, 2008; Reisig & Parks, 2000). 

Ⅲ. 연구가설 및 조사방법

1. 연구가설 및 조사설계

앞서 이론적 논의 파트에서 논의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

스의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특성 중 성별, 연령, 기대수준에 직업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환경적인 특성 중 거주지역, 서비스 난이도에 서비스 종류와 서비스 분야를 새

로이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는 주민들의 개인적인 특성(성별, 연령, 기대수준, 직업 등)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연구가설 2: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는 주민들의 환경적인 특성(거주지역, 서비스난이도, 서비스종류,

서비스분야 등)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주민만족도의 평가영역을 

크게 항목별 만족도와 체감만족도로 구성하였다.10) 항목별 만족도는 7개의 평가항목(①접근

성, ②쾌적성, ③친절성, ④대응성, ⑤신속성, ⑥정확성, ⑦공정성)으로 구성하였고,11) 체감만

족도는 1개의 평가항목(‘방문하신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의 종합만족도는 7개의 항목별 

만족도와 1개의 체감만족도의 합으로 구성하였다.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항목별 만족도가 

10)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의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적게는 4개(접근성, 신속성, 대응성, 공
정성)에서 많게는 8개(접근용이성, 편리성, 신속정확성, 친절성, 쾌적성, 대응성, 형평성)까지 다양하

다(Garvin, 1987; Parasuraman et al., 1988; 김병국, 1996; 박기관, 2002; 한국행정연구원, 2009).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공공서비스의 만족도 평가는 어떤 공공서비스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평가할 것

인가에 따라 만족도 평가항목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고 있다. 

11) 항목별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접근성은 민원실이나 민원담당부서에의 접근용이 정도를, 쾌
적성은 민원실의 환경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쾌적 정도를, 친절성은 민원 담당공무원이 친절하게 민

원인을 응대하는 정도를, 대응성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고 정중하게 민원인을 응대하는 정도

를, 신속성은 민원 담당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정도를, 정확성은 민원 담당공무원

이 관련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도를, 공정성은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근거나 이유가 합리적이

고 공정한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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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고, 체감만족도는 30%의 비중으로 구성하였다.12)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15개 기초지방자

치단체(시군)13)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15개 시군의 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민원

행정서비스를 실제로 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14)하였다.15) 설문조사는 각 

설문문항에 대하 해당문항에 기입을 하거나 리커트(Likert) 10점 척도16)를 활용하여 측정하

였다. 

2. 조사방법과 주민의 특성

본 설문조사를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 방

법으로는 시청이나 군청 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온라인 민원 제외) 실제로 민원서비스를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하는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주민

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한 개 시･군 당 42명 수준으로 하여 총 630명의 주민들이 설문조사

에 참여하였으나, 일부 부정확한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설문분석에 사용

된 설문조사규모는 총 616개이다. 

12) 본 연구의 주민만족도 설문조사표는 2012년 행정안전부와 충남도청이 기초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서

비스 평가를 위한 사용한 기존의 주민만족도 설문조사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주민만족도 역시 항

목별 만족도와 체감만족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평가항목과 가중치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행하

는 방식 그대로를 적용하였다. 그 이유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측정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아닌 기존의 행정기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도 설문조사표로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정부기관에서 이러한 주민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각급 행정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도 하고 외부에 공표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고, 본 연구

결과와의 비교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만족도 설문조사표를 활용하였다. 

13) 구체적으로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로는 ①천안시, ②아산시, ③당진시, ④서산시, ⑤공주시, ⑥보령시, 
⑦계룡시, ⑧논산시 등 8개 기관이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는 ①태안군, ②예산군, ③홍성군, ④
청양군, ⑤부여군, ⑥서천군, ⑦금산군 등 7개 기관이다. 

14)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의 설문조사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13년 7월∼8경에 공공서비

스 만족도 전문가 관련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여 설문문항과 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

며, 이를 통해 수정된 설문문항에 대해 9월경에 실제 충남 시군의 민원(상담)실을 방문한 경험이 있

는 주민 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에 대한 사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였다. 

15) 설문조사표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보면 3개의 변수군인 ①주민만족도 평가항목에 대한 변수, ②
체감만족도, 기대만족도, 서비스난이도에 대한 변수, ③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변

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에는 성별, 연령, 직업, 신청한 민원서비스 종류, 
신청한 민원서비스 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구체적인 10점 척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매우 불만’이면 1점, ‘대체로 불만’이면 2점, ‘불만’이면 

3점, ‘약간불만’이면 4점, ‘불만 없음’이면 5점, ‘보통’이면 6점, ‘약간 만족’이면 7점, ‘만족’이면 8점, 
‘대체로 만족’이면 9점, ‘매우 만족’이면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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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 주민의 특성

변수 항목
빈도수
(명)

비율
(%)

변수 항목
빈도수
(명)

비율
(%)

성별
(N=605)

남성 348 57.5

민원
서비스
종류

(N=616)

단순증명 336 54.5

여성 257 42.5 인허가등록 139 22.6

연령
(N=611)

20대 81 13.3 질의/건의 22 3.6

30대 120 19.6 이의신청 12 1.9

40대 153 25.0 진정 3 0.5

50대 155 25.4 지원/자격신청 19 3.1

60대 이상 102 16.7 기타 85 13.8

직업
(N=610)

사무관리 109 17.9

민원
서비스
분야

(N=605)

공공질서 25 4.1

기술/생산 36 5.9 농림해양 43 7.1

전문직 54 8.9 문화체육 6 1.0

자영업 119 19.5 사회복지 36 6.0

농림어업 76 12.5 산업/중소기업 32 5.3

공무원 29 4.8 교통/지역개발 51 8.4

주부 97 15.9 일반행정 327 54.0

학생 49 8.0 환경보호 2 0.3

기타 41 6.7 기타 83 13.7

조사대상 주민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 57.5%, 여성이 

42.5%로 남성의 비중이 약 15%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13.3%, 30대 

19.6%, 40대 25.0%, 50대 25.4%, 60대 이상 16.7%로 40대와 50대가 전체의 약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 17.9%, 기술/생산 5.9%, 전문직 8.9%, 자

영업 19.5%, 농림어업 12.5%, 공무원 4.8%, 주부 15.9%, 학생 8.0%, 기타 6.7%로 자영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무관리, 주부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서비스 

종류별로는 단순증명이 54.5%, 인허가등록 22.6%, 질의/건의 3.6%, 이의신청 1.9% 진정 

0.5%, 기타 13.8%로 나타나 단순증명과 인허가등록이 전체의 7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원서비스 분야별로는 공공질서 4.1%, 농림해양 7.1%, 문화체

육 1.0%, 사회복지 6.0%, 산업/중소기업 5.3%, 교통/지역개발 8.4%, 일반행정 54.0, 환경보호 

0.3%, 기타 13.7%로 나타나 일반행정이 전체의 약 55%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

고, 그 다음이 교통/지역개발, 농림해양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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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주민만족도 비교분석

주민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주민만족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공

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수준을 비교한 결과, 100점을 기준으로 종합 만족도(항목별 만족도+

체감 만족도)는 남성이 85.26점이고, 여성이 83.09점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7점 만족도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별 주민만족도 수준 비교

평가영역 평가지표
성별 주민 만족도 평균

t값 Sig남성
(N=348)

여성
(N=257)

전체평균
(N=605)

항목별 만족도 

접근성 8.75 8.49 8.64 3.961 .047

쾌적성 8.50 8.25 8.40 3.786 .052

친절성 8.56 8.22 8.42 4.940 .027

대응성 8.49 8.22 8.37 3.035 .082

신속성 8.45 8.33 8.40 0.640 .424

정확성 8.74 8.57 8.67 1.455 .228

공정성 8.68 8.35 8.54 5.086 .024

체감 만족도 25.21 24.65 24.97 1.758 .185

종합 만족도 85.36 83.09 84.40 3.497 .062

기대수준 8.41 8.14 8.30 3.579 .059

 ※ 10점 척도 기준: (1점: 매우 불만, 2점: 대체로 불만, 3점: 불만, 4점: 약간불만, 5점: 불만없음, 6점: 보통, 
7점: 약간 만족, 8점: 만족, 9점: 대체로 만족, 10점: 매우 만족). 서비스난이도도 같은 맥락에서 1점은 처
리하기 쉽다, 10점은 처리하기 어렵다로 설정되어 있음. 

이러한 주민만족도 차이는 90%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감만족도(30점 기준)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 남성은 25.21점인데 반해, 여성은 24.6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95%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7) 

17) 성별 주민만족도를 항목별로 비교한 결과, 접근성 측면에서 남성이 8.75점, 여성이 8.49점으로 남성

이 여성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쾌적성은 남성 8.50점, 여성 8.25점이고, 친절성은 남성 

8.56점, 여성 8.22점으로 역시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대응성 측면에서 남성이 8.49점이고, 여성이 

8.22점이고, 신속성은 남성이 8.45점, 여성이 8.33점이고, 정확성은 남성이 8.74점, 여성이 8.57점이며, 
공정성은 남성이 8.68점, 여성이 8.35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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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논의한 성별 주민만족도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종합만족도, 항목별만족도 및 체감

만족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민원서비스의 종류가 차이가 있다기 보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민원행정서비스에 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여성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때 여성들의 의견을 보다 더 많

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령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수준을 비교한 결과, 100점을 기준으로 종합 

만족도(항목별 만족도+체감 만족도)는 60대 이상이 86.4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0

대 85.45점, 30대 85.20점, 20대 82.98점, 40대 82.03점의 순으로 나타나 50대 이상의 연령대

의 만족도가 20대와 40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민만족도 차이는 

90%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20대와 40대 보다 주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연령별 주민만족도 수준 비교

평가영역 평가지표

연령별 주민 만족도 평균

F값 Sig20대
(N=81)

30대
(N=120)

40대
(N=153)

50대
(N=155)

60대
이상

(N=102)

전체평균
(N=611)

항목별 
만족도

접근성 8.44 8.53 8.52 8.83 8.82 8.64 1.569 .181

쾌적성 8.19 8.38 8.30 8.60 8.44 8.40 1.037 .388

친절성 8.09 8.47 8.15 8.56 8.71 8.40 2.344 .054

대응성 8.00 8.44 8.05 8.52 8.81 8.34 3.705 .005

신속성 8.12 8.44 8.22 8.55 8.60 8.40 1.452 .215

정확성 8.49 8.84 8.40 8.67 8.93 8.65 2.146 .074

공정성 8.48 8.85 8.14 8.57 8.70 8.53 3.072 .016

체감 만족도 25.14 25.22 24.21 25.18 25.42 24.98 1.208 .306

종합 만족도 82.98 85.20 82.03 85.45 86.45 84.38 1.967 .098

기대수준 8.17 8.31 8.08 8.40 8.58 8.30 1.523 .194

연령별 주민만족도를 항목별로 비교한 결과, 접근성 측면에서는 50대가 8.8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 8.82, 30대 8.5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쾌적성은 50대 8.60점, 

60대 이상 8.44점, 30대 8.38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친절성은 60대 이상 8.71점, 50대 8.56점, 

30대 8.4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응성 측면에서는 60대 이상이 8.81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 특히, 접근성, 친절성, 공정성 3개 항목은 95%의 신뢰수준에서 남성과 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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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50대 8.52점, 30대 8.4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속성은 60대 이상 8.60점, 50대 

8.55점, 30대 8.44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정확성은 60대 이상 8.93점, 30대 8.84점, 50대 8.67

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공정성은 30대 8.85점, 60대 이상 8.70점, 50대 8.57점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항목별 만족도는 5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항목별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18) 위에서 논의한 연령별 

주민만족도를 정리하면, 종합만족도, 항목별 만족도, 체감만족도에서 50대와 60대 이상의 연

령대의 만족도가 20대와 40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 기대수준을 비교한 결과, 10점을 기준으로 남성이 8.41점이고 여성이 8.14점으

로 남성의 기대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기대수준을 비교한 결과,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8.40점과 8.58점으로 20대, 30대, 40대가 각각 8.17점, 8.31점, 8.08점 보다 높게 나타났

다. 그러나 집단별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직업별 주민만족도 수준 비교

평가
영역

평가
지표

직업별 주민 만족도 평균
F값 Sig사무관리

(N=109)
기술/생산
(N=36)

전문직
(N=54)

자영업
(N=119)

농림어업
(N=76)

공무원
(N=29)

주부
(N=97)

학생
(N=49)

기타
(N=41)

전체평균
(N=610)

항목별 
만족도

접근성 8.70 8.39 8.63 8.49 9.01 8.83 8.57 8.45 8.78 8.65 0.980 .450

쾌적성 8.30 8.56 8.33 8.10 8.54 9.03 8.34 8.51 8.73 8.39 1.459 .169

친절성 8.19 8.50 8.56 8.24 8.47 8.97 8.56 8.24 8.43 8.40 0.842 .566

대응성 8.14 8.36 8.61 8.13 8.70 8.86 8.45 8.10 8.53 8.37 1.332 .224

신속성 8.08 8.44 8.56 8.15 8.42 9.03 8.65 8.47 8.51 8.39 1.446 .174

정확성 8.29 8.80 8.56 8.46 8.86 9.41 8.73 8.86 8.85 8.66 2.004 .044

공정성 8.19 8.78 8.52 8.26 8.70 9.41 8.61 8.73 8.61 8.53 2.005 .044

체감 만족도 24.39 25.00 24.89 24.18 25.64 26.48 25.21 25.08 24.66 24.97 1.365 .209

종합 만족도 82.21 84.83 84.65 82.02 86.34 90.03 85.11 85.45 85.12 84.34 1.469 .165

서비스 난이도 3.58 3.03 3.13 3.28 3.01 2.79 3.30 3.22 3.60 3.27 0.596 .782

넷째, 직업별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수준을 비교한 결과, 100점을 기준으로 종합 만족

도(항목별 만족도+체감 만족도)는 공무원이 90.0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농림어업 

86.34점, 학생 85.45점, 주부 85.11점, 전문직 84.65점, 기술/생산 84.83점, 사무관리 82.21점, 

자영업 82.02점의 순으로 나타나 공무원, 농림어업, 학생, 주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18) 체감 만족도(30점 기준)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60대 이상이 25.42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 25.22점, 50대 25.1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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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사무관리, 기술/생산직의 만족도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직업별 주민만족도를 항목별로 비교한 결과, 접근성 측면에서는 농림어업이 9.01점

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공무원 8.83점, 사무관리 8.7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쾌적성은 

공무원이 9.0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술/생산이 8.56점, 농림어업 8.54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친절성은 공무원이 8.97점, 전문직과 주부가 각각 8.5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응

성 측면에서는 공무원이 8.86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농림어업 8.70점, 전문직 8.61점

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속성은 공무원 9.03점, 주부 8.65점, 전문직 8.56점의 순으로 나타났

고, 정확성은 공무원 9.41점, 농림어업과 학생이 각각 8.86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공정성은 

공무원 9.41점, 기술/생산 8.78점, 학생 8.7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항목별 만족도

는 직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19)

2. 환경적인 특성에 따른 주민만족도 비교분석

주민의 환경적인 특성에 따른 주민만족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지역별 공

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수준을 비교한 결과, 100점을 기준으로 종합 만족도(항목별 만족도+

체감 만족도)는 도시지역(시 단위)은 85.89점이고, 농촌지역(군 단위)은 82.64점으로 도시지

역이 약 3.25점정도 주민만족도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농촌지역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비

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민만족도의 차이는 95%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 보다 공공서비

스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역별 만족도를 항목별로 비교한 결과, 접근성 측면에서 도시지역이 8.76점이고 농

촌지역 8.52점으로 도시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쾌적성은 도시지역 8.64점, 농촌지역 

8.11점이고, 친절성은 도시지역 8.56점, 농촌지역 8.22점으로 역시 도시지역이 높게 나타났

다. 대응성 측면에서 도시지역이 8.50점이고, 농촌지역이 8.22점이고, 신속성은 도시지역이 

8.60점, 농촌지역이 8.40점이고, 정확성은 도시지역이 8.79점, 농촌지역이 8.52점이며, 공정성

은 도시지역이 8.72점, 농촌지역이 3.31점으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모든 항목에서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95%의 신뢰수준에서 접근성과 대응성을 제외하고 5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19) 체감 만족도(30점 기준)를 직업별로 비교한 결과, 공무원이 26.48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농

림어업 25.64점, 주부 25.2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20) 거주지역별 체감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도시지역이 25.31점인데 반해, 농촌지역이 24.59점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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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논의한 거주지역별 주민만족도를 정리하면, 100점을 기준으로 종합 만족도는 도

시지역이 85.89점이고, 농촌지역이 82.64점으로 도시지역이 약 3.25점정도 주민만족도 평균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목별 만족도 평가에서도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모든 

항목에서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 만족도와 서비스 난이도에서도 도시지

역이 농촌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항목별 만족도와 종합만족도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반해, 체감 만족도와 서비스 난이도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거주지역별 주민만족도 수준 비교

평가영역 평가지표
거주지역별 주민 만족도 평균

t값 Sig도시지역
(N=336)

농촌지역
(N=280)

전체평균
(N=616)

항목별 만족도
(70%)

접근성 8.76 8.52 8.65 3.510 .061

쾌적성 8.64 8.11 8.40 16.674 .000

친절성 8.56 8.22 8.40 5.300 .022

대응성 8.50 8.22 8.37 3.230 .073

신속성 8.60 8.15 8.40 9.527 .002

정확성 8.79 8.52 8.67 4.162 .042

공정성 8.72 8.31 8.54 7.674 .006

체감 만족도(30%) 25.31 24.59 24.99 3.049 .081

종합 만족도(항목별+체감) 85.89 82.64 84.41 7.577 .006

서비스 난이도(10점 척도) 3.31 3.18 3.25 0.402 .526

둘째, 서비스종류별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수준을 비교한 결과, 100점을 기준으로 종

합 만족도(항목별 만족도+체감 만족도)는 단순증명이 85.48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허가등록 83.73점, 지원/자격신청 83.32점, 진정 79.66점, 이의신청 77.83점, 질의/건의 65.36

점의 순으로 나타나 단순증명, 인허가등록 등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반해, 질의/

건의, 이의신청 등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

비스종류별 주민만족도의 차이는 95%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21) 

났는데 이는 95%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서비스종류별 만족도를 항목별로 비교한 결과, 진정이 9.3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허가등

록 8.75점, 단순증명 9.6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쾌적성은 인허가등록이 8.5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

음으로 지원/자격신청 8.47점, 단순증명 8.43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친절성은 단순증명이 8.50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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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서비스종류별 및 서비스난이도별 주민만족도 수준 비교

평가영역 평가지표

서비스 종류별 주민 만족도 평균

F값 Sig단순증명
(N=336)

인허가 
등록

(N=139)

질의/건의
(N=22)

이의신청
(N=12)

진정
(N=3)

지원/
자격신청
(N=19)

기타
(N=85)

전체평균
(N=616)

항목별 
만족도

접근성 8.69 8.75 6.63 8.17 9.33 8.47 8.95 8.65 7.258 .000

쾌적성 8.43 8.50 6.68 8.08 8.33 8.47 8.60 8.40 4.576 .000

친절성 8.50 8.36 6.18 8.00 8.00 7.79 8.87 8.40 7.473 .000

대응성 8.44 8.40 5.86 7.92 8.67 8.16 8.81 8.37 8.325 .000

신속성 8.50 8.30 6.82 7.58 7.33 8.42 7.71 8.40 4.157 .000

정확성 8.78 8.55 7.27 7.50 7.33 8.53 9.01 8.67 5.104 .000

공정성 8.64 8.41 6.95 7.58 7.67 8.37 8.96 8.54 4.817 .000

체감 만족도 25.50 24.47 18.95 23.00 23.00 25.10 25.66 24.99 6.980 .000

종합 만족도 85.48 83.73 65.36 77.83 79.66 83.32 87.59 84.41 8.161 .000

서비스 난이도 3.13 3.45 4.32 4.92 7.00 3.84 2.64 3.52 4.216 .000

셋째, 서비스 종류별 서비스 난이도 수준을 비교한 결과, 10점을 기준으로 단순증명, 3.13

점, 인허가등록 3.45점, 지원/자격신청 3.84점으로 난이도가 낮은 반면, 질의/건의 4.32점, 이

의신청 4.92점, 진정 7.00점으로 난이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종류별 만족도와 서비스 난

이도를 비교해 보면, 종합만족도가 높은 단순증명, 인허가등록, 지원/자격신청 등은 서비스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종합만족도가 낮은 질의/건의, 이의신청, 진정 등은 서비스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이도가 높은 공공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주민만족도가 낮은 반면, 난이도가 낮은 공공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주민만족도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넷째, 서비스분야별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수준을 비교한 결과, 100점을 기준으로 종

합 만족도(항목별 만족도+체감 만족도)는 일반행정이 85.91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허가등록 8.36점, 이의신성과 진정이 각각 8.0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응성 측면에서는 진정이 

8.67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단순증명 8.44점, 인허가등록 8.4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속성

은 단순증명 8.50점, 지원/자격신청 8.42점, 인허가등록 8.30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정확성은 단순증

명 8.78점, 인허가등록 8.55점, 지원/자격등록 8.53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공정성은 단순증명 8.64점, 
인허가등록 8.41점, 지원/자격신청 8.3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항목별 만족도는 서비스종

류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체감만족도를 서비스종류별로 비교한 결과, 단순증명

이 25.5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원/자격신청 25.10점, 인허가등록 24.47점의 순으로 나타

났다. 서비스난이도를 서비스종류별로 보면 단순증명이 3.13점으로 가장 쉽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

음으로 인허가등록이 3.45점, 지원/자격신청 3.84점의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난이도가 쉽다고 응답한 

서비스종류별로 주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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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역개발 84.61점, 환경보호 83.50점, 농림해양 81.95점, 산업/중소기업 81.19점, 공공질

서 80.60점, 사회복지 79.58점, 문화체육 72.17점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행정, 교통/지역개발 

분야는 만족도가 높은데 반해, 공공질서, 사회복지, 문화체육 분야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분야별 주민만족도의 차이는 95%의 신뢰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분야별 만족도를 항목별로 비교한 

결과, 접근성 측면에서는 교통/지역개발이 8.86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일반행정 8.80

점, 산업/중소기업 8.6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쾌적성은 환경보호 8.50점, 일반행정과 교통/지

역개발이 각각 8.49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친절성은 교통/지역개발 8.73점, 환경보호 8.50점, 

일반행정 8.4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응성 측면에서는 환경보호가 8.5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일반행정 8.47점, 교통/지역개발 8.4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속성은 일반행정 

8.56점, 교통/지역개발 8.51점, 환경보호 8.50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정확성은 일반행정 8.81

점, 농림해양 8.60점, 교통/지역개발 8.51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공정성은 일반행정 8.69점, 

환경보호 8.50점, 교통/지역개발 8.4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항목별 만족도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종합만족도와 비슷하게 일반행정, 교통/지역개발, 환경보호의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 

<표 7> 서비스 분야별 주민만족도 수준 비교

평가
영역

평가
지표

서비스 분야별 주민 만족도 평균

F값 Sig공공질서
(N=25)

농림해양
(N=43)

문화체육
(N=6)

사회복지
(N=36)

산업/중
소기업
(N=32)

교통/지
역개발
(N=51)

일반행정
(N=327)

환경보호
(N=2)

기타
(N=83)

전체평균
(N=605)

항목별 
만족도

접근성 7.96 8.67 7.50 7.80 8.69 8.86 8.80 8.50 8.52 8.65 2.859 .004

쾌적성 8.24 8.20 6.83 7.94 8.09 8.49 8.49 8.50 8.60 8.40 1.571 .130

친절성 8.00 7.93 7.67 8.06 8.25 8.73 8.48 8.50 8.59 8.41 1.212 .289

대응성 8.08 8.09 7.00 8.06 8.19 8.45 8.47 8.50 8.54 8.38 0.986 .446

신속성 8.36 7.90 7.00 7.97 7.94 8.51 8.56 8.50 8.53 8.41 1.771 .080

정확성 8.16 8.60 7.33 8.22 8.22 8.51 8.81 8.50 8.90 8.97 2.040 .040

공정성 8.16 8.40 7.33 7.86 8.00 8.47 8.69 8.50 8.80 8.54 2.101 .034

체감 만족도 23.64 24.14 21.50 23.67 23.81 24.59 25.63 24.00 24.94 24.99 1.952 .050

종합 만족도 80.60 81.95 72.17 79.58 81.19 84.61 85.91 83.50 85.43 84.46 2.060 .038

22) 체감만족도를 서비스분야별로 비교한 결과, 일반행정이 25.6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통/지
역개발 24.59점, 농림해양 24.1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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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특성이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민특성이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특성 중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 기대수준, 환경적 특성인 거주지역, 서비스 난이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합만족도와 체감만족도를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먼저, 종합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61.6%이고, 회귀식에 의해 설

명되는 F값 역시 188.196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종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95%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변수로는 

기대수준, 거주지역, 서비스난이도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

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Beta(β)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기대수준이 β=.726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난이도 β=-.140, 거주지역 β=-.0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난이도가 낮을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공공서비스의 

종합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체감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59.9%이고,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는 F값 역시 172.248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체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95%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변수로는 

기대수준, 서비스난이도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

를 나타내는 Beta(β)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기대만족도가 β=.734이고, 서비스난이도 β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난이도가 낮다고 인

식하는 주민일수록 공공서비스의 체감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주민특성이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OLS)

종속변수
독립변수

종합만족도 체감만족도

B Beta t p B Beta t p

개인적
특성

성별(1=남, 2=여) -.301 -.010 -.399 .690 -.003 -.001 -.036 .971

연령(20∼60대) .238 .021 .790 .430 -.049 -.037 -.1.387 .166

기대수준(10점척도) 6.117 .726 26.971 .000 .714 .734 26.569 .000

환경적
특성

거주지역(1=시, 2=군) -1.210 -.054 -2.085 .037 -.075 -.029 -1.096 .274

서비스난이도(10점척도) -.837 -.140 -5.269 .000 -.072 -.105 -3.843 .000

상수(Constant) 37.876 13.503 .000 2.915 8.777 .000

R2/Adjusted R2

F-value, Sig.
Durbin-Watson

.616/.613
F=188.196, p=.000

1.915

.595/.592
F=172.248, p=.00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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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특성요인

으로는 개인적 특성에서 기대수준이, 환경적 특성에서 거주지역, 서비스난이도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가 높게 나타났고,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주민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서비스의 난이도가 쉽다고 응답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반대로 서비스의 난

이도가 어렵다고 인식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주민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Ⅴ. 결론: 요약 및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차이가 없다는 가정을 토대

로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들의 특성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규

명하고 이에 따른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연구가설을 규명하기 위해 충남의 15개 시･군의 민원실을 이용한 

616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특성 중 개인적인 특성이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

별, 연령, 직업, 기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85.36점이고, 여성이 83.09점

으로 주민만족도가 남성이 2.2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0%의 신뢰수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6.4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0대 85.45점, 30대 85.20점, 20대 82.98점, 40대 

82.0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90%의 신뢰수준).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에 대해서

는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공공서비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민특성 중 환경적인 특성이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주지역, 서비스 분야, 서비스 난이도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85.89점이고, 

농촌지역이 82.64점으로 주민만족도가 도시지역이 3.2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종

류별로는 단순증명이 85.48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허가등록 83.73점, 지원/자격신

청 83.32점, 진정 79.66점, 이의신청 77.83점, 질의/건의 65.36점의 순으로 나타나 단순증명, 

인허가등록 등 비교적 해결이 쉬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반해, 질의/건의, 이의신

청 등 해결이 어려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난이도와 주민만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비스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공공서비스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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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반비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이 85.91점

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통/지역개발 84.61점, 환경보호 83.50점, 농림해양 81.95점, 

산업/중소기업 81.19점, 공공질서 80.60점, 사회복지 79.58점, 문화체육 72.17점의 순으로 나

타나 일반행정, 교통/지역개발 분야는 만족도가 높은데 반해, 공공질서, 사회복지, 문화체육 

분야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대한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청년층이 고령층보다 공공서비

스 주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상호･최세현(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것이다. 그러나 Reisig et al.(1998)의 연구결과인 여성이 남성보다 공공서비스의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나는 것과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연령층에 있어서는 

Worrrall(1999)의 연구 역시 청년층이 노령층에 비해 공공서비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주민의 특

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성별에 대한 주민

만족도의 차이여부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과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는 비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Brown & Coluter(1983)과 제갈돈(2013)의 주장인 기대수준이 높

을수록 주민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기대수

준을 단순히 측정하였으며, 기대수준의 불일치의 정도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수준

의 불일치와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 따르면, 거주지역별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국외의 많은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수준이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분야, 서비스 난이도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Decker(1981)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주민들은 공공서비스의 종류와 분야에 따라 만족도 수준

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서비스의 난이도는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와 반비례

의 관계에 있다. 이는 서비스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고 반대로, 서비스난이도가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정부 행정기관 평

가를 위해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에서 서비스 분야별로 난이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만족

도 점수를 보정해 왔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결

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 공공서비스의 만족도 평가에서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절

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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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 연구의 한계로는 지나치게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적인 측면의 변수를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오로지 수요자적 측면의 변수만을 토대로 주민만족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자 한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차이가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적 측

면의 변수와 수요자적 측면의 변수 중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하고 또한 이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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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itizen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s: Is There a Big 

Difference Due to Citizen Characteristics?

Dong-Jin Lim and Soon-Hee J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differences in citizen satisfaction due to 
citizen characteristic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public 
services that public agencies provide to citizens, and to sugges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discuss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made research hypotheses, and conducted a survey of 616 citizens who 
have been living at 16 cities and counties)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Citizen 
expectations with service is a personal characteristic that affects citizen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s. This means that as citizens’ expectations for public services increases 
their satisfaction increases. Next, residential area, type of service, difficulty of service, 
and service area are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citizen satisfaction . 
More specifically, residential urban areas have much higher citizen satisfaction than 
rural counties. Public services such as issuing certificates, permissions, and registrations 
have much higher satisfaction than public services like questions, proposals, and 
formal objections. Citizen satisfaction drops the more time public services require. 
Finally,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and traffic/regional development have much 
higher satisfaction than public services like public enforcement, social welfare, and 
culture and sports. 

【Keywords: Public Service, Citizen Satisfaction, Difference in Satisf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