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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

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가 도입하여 현재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지방정부의 민주

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

수단인 동시에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

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현실로부터 유리되는 것을 방지하

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책

과정에서 주민참여는 행정의 대응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긍정

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한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주민참여 수단의 제도적 도입과 지속적 운영은 주민참여가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므로

주민참여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주민참여제도는

정책과정에서 적절한 주민참여를 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 내 주민참여의 제도화는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제도

를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민참여제도들이 많이 시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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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것일까?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거나 정부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직 도입이 안 된 지방정부에는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시행 중인 지방정부에는 참여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방법

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효

과 또는 참여제도의 속성이 주민참여의 활성화 혹은 정부성과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지방

정부가 앞으로 더 많은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활성화나 정부성과 제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선택이 될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또 다른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주민참여의 확대나 정부성과의 제고에 있다는 것

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의 관료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방법, 다른

지방정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

의 수단으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럴 때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주민 복리 또는 정부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 수준에서 정부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왜 중요하

며, 본 연구에서 지방정부 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주민참여제

도를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정부성과는 시민의

정책적 요구에 반응하는 정책 결정을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의 공식적 통로인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주민참여는 정책과정 참여의 지속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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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와 의사소통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대응성 높은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

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민참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통로이자 수단이 바로 주민참여제도인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자치의 촉매제 역할

을 하며, 정부성과 제고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그

런데도 일부 연구들은 실제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제

도를 통한 정책반영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주민의 참여

제도에 대한 효능감도 떨어지는 등 주민참여제도의 효과성에 의문

을 제기한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주민참여의 효과를 정확

히 측정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주민참여제도가 정부성과 제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인지,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

성화됨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정부성과가 향상

된 것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주민참여제도의 목적이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제고하여 최종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사

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부 지방정부가 조례로 제정한 「주민참

여에 관한 기본조례」를 살펴보면 더욱 확실히 나타나는데, 주민

참여가 행정의 투명성과 대응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주민참여제도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민주성 성

과의 향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

민참여제도가 가지는 효과의 측정을 재정이나 예산자료를 활용하

여 양적으로 측정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주민참여제

도 운영으로 인해 얼마나 행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대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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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19년 기준 226개 기초단위

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실제 운영이 확인되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도입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을 측정

하였다. 더불어 개별 주민참여제도를 참여의 범위와 강도를 기준

으로 유형화하여 시행 중인 전체 주민참여제도 중 일반적 주민이

참여하면서, 권한위임의 강도가 가장 큰 참여제도들(제 Ⅲ형 제도)

이 전체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주민참여의

질적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각 기초 지방정부의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으로 구분하고 종합청

렴도지수, 공무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 건수, 고충 민원과 기타민

원의 합이 전체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 주민의 삶의 질 지수로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고정

효과 패널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단위의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평균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제 Ⅲ형

주민참여제도 비중의 증가는 행정의 투명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가 증가할수

록 행정의 투명성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기울기가 0에 수렴함을 확인

하였다. 한편, 군 단위의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참여제도가 평균 운

영 건수에 미치지 못할 때는 행정의 투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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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평균 운영 건수를 넘어서면 오히려 행정의 투명성에 긍정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주민참여

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행정의 대응성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적 수준의 증가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 단위 지방정부의 경우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제도

의 양적 적정 수준이 확인되었다. 참여제도 총 운영 건수가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행정의 대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대응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행정의 효과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과 주민의 삶의 질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제도

의 양적 및 질적 적정 수준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확인할 수 없었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논

의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각

각의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효과 또는 지방정부의 특정 부문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거나,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사례로

참여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 특정 참여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정부

간 비교연구, 참여제도의 활성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주민참

여제도의 집합적 효과뿐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누적된 참여

제도가 미치는 효과 또한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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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집합적 수준에서 주민참여제도에

접근하였고, 주민참여제도라는 제도적 요인이 정부성과에 가지는

직접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가진 분석대상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분석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였다. 둘째, 주민참

여제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민참여제도의 다양한 유형화 방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어떤 속성을 가진 참여제도인지에 따라서 정부성과에 미치는 효과

또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정부성

과를 민주적 차원에서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주민참여제도가 가지

는 궁극적 목적이 바로 지방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제고에 있

으므로 정부성과의 민주적 차원에 초점을 두어 행정의 투명성, 대

응성,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활용한

횡단면 분석에서 통제 불가능했던 개별 지방정부 고유의 효과 및

시간 효과와 같은 개별특이성을 모두 통제 가능한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분석의 정확성을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부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을 고려하였다.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의 증가

는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민참여제도를 설계할 때 제도가 본래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주민이 상호작용할 수 있고, 주민

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된 교호적 성격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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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초 지방정부 수준에

서 개별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속성이 민주적 정부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주민

참여제도 전반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진단하여 향후 주민참여제

도의 선택과 집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정부 성과에 관한 연구가 가지는 행정학적 함의는 상당한데도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성과가 객관적으

로 측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변수를 획득함에서

도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부성과를

민주적 성과로 한정하였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집합적 수준에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질적 수준의

측정에 있어 각각의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개별적 속성을 심층적

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초단위의 지방정부

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과 같은

민주적 정부성과를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 활용을 서울특별시 자치

구를 대상으로밖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본 연구

의 분석결과와 방법이 근간이 되어 향후 연구에서 주민참여제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

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주민참여, 주민참여제도, 정부성과,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

학 번 : 2014-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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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써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인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

인해보고자 한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참여

가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

는 것이 바로 참여의 제도로서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참

여의 제도화는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의 통로인 주민참여제도를 다루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이다(Fishkin, 2015).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이 현실로부터

유리되는 것을 방지하여 현실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증대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Irvin & Stansbury, 2004). 또한, 주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정

책을 시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이

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불어 주민참여는 행정

국가화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강화된 관료의 권한과 이로 인해 상대적으

로 능률 편향성을 가지는 정책과정을 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

형평성이 조화로운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이승종, 2014:

179).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제도화된 주민참여가 정부의 정책과정 전

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

므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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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책과정에서의 제도화된 주민참여가 오히려 행정의 비민주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참여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

한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실제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참여의 정책반영비율이 낮고, 주민들의 참여제도에 대한 효능감도

떨어진다고 지적한다(강인성, 2008; 정명은, 2012).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왜 주민참여제도를 지속해서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일까?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기도 하는 주민참

여제도는 하나의 유행처럼 지방정부에서 우후죽순으로 도입되기도 한다.

지방정부는 외부에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른 조직과 경쟁

함과 동시에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성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

는지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정명은·장용석, 2013). 왜냐하면, 새

로운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 자체가 지방 정부에게는 정책혁신

의 수단이고,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제도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사실 가시적이지도 않고,

정부성과의 개념 특성상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

참여제도는 도입 후 전시성 프로그램에 그치거나 예산과 시간의 낭비,

절차적 과정의 소모가 발생한다는 여러 비판에 직면한다(정명은, 2012).

이렇듯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과 비용증

가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행정의 대응성을 저하하거나 주민 복리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정리하자면, 후자의 입장은 주민참여제도가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효

과 이외에 지방정부 존속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이나 정책혁신 혹은 홍보

의 수단, 단체장의 업무성과 등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정부성과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의 효과에 대한 기존의 상반된 주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는 많이 도입되어 운

영될수록 성과에 좋은 것일까? 주민참여제도 도입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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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또한, 어떠한

특성을 가진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성과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만약 주민참여제도가 정부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만 미치

는 것이 아니라면 주민참여제도의 시행이 정부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란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

다.

한편, 주민참여제도의 효과에 대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가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정책과정에서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 주민참여제도의 시행수준은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대응성 높은 정부

인지, 얼마나 민주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인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명은, 2012). 또한, 주민참여에 기반한 정

책은 각 지방정부에 주어진 재정적 여건하에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도

록 집행되어야 한다는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개념은 지방정부가 추구

해야 할 기본적 목표라 할 수 있다(김순은, 2011).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Hatry, 1980 :

132),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나, 주민에 대한 대응성 차원에서 매우 중

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제고

의 주요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주민참여제도의 효과를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로 측정하

고자 하는가? 지방정부 수준에서 정부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

며, 본 연구에서 지방정부 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주민참여제도를 고

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주민과 접점에 위치하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차적인 역할과 의무가 있

다. 이는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주민 복



- 4 -

리 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및 수단들

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들은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자치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정부성

과 제고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높다고 한다. 정부성과는 시민의 정책적

요구에 반응하는 정책 결정을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의

미하며(장석준, 2012), 시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정책 결정은 제도화된 참

여 기제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정책과정에서 제도화된 시민참여는 다양

한 이해관계와 의사소통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응성 높은 정책 및 공공서

비스를 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Etzioni-Halevy, 1983:

58). 이는 곧 다양한 정책과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

다(Richardson, 1983). 한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은 주민의

자치역량에 달려있고, 주민의 자치역량은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종합하

면 이러한 주민의 참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주민참여제도이며, 주민참여제도는 적절한 주민참여를 유지하고 지

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오수길, 2008).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이론적, 정책적 측면에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방정부 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지방정부에서 시

행 중인 주민참여제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주민참여제도가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인지, 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와 정부성과가

비선형적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참여제도의 다양한

유형화 방식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참여의 수준과 강도에 따른 독자적

유형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떤 속성을 가진 주민참여

제도가 정부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성과 측정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정부성

과는 단일의 확립된 개념이 아니고 연구의 목적, 측정의 수단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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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정의될 수 있으므로 정부성과의 측정 변수로 활용되는 지표 역시

다양성을 가진다. 그런데도 정부성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재정성과

또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주관적 인식자료를 바탕으

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왜냐하면, 다양한 정부성과를 포괄할 하나의

지표는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측정자료의 획득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

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정부성과로 측정하고 있는 부분을 되도록

포괄하면서도 주민참여제도의 효과로 도출되는 적합한 측정지표를 찾고

자 노력하였다. 행정이념을 중심으로 정부성과를 민주적 성과로 한정하

고 행정의 주민에 대한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을 측정하여 정부성과의

양적,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자 하였다.

넷째, 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우리나라 기초단위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

으로 하였다. 기초단위 지방정부 수준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영향력을 고

려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혹은 정

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곳이 바로 기초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일부 선행연구들이 기초 지방정

부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

만, 특정 주민참여제도에 한정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주민참여

제도와 정부성과에 관한 연구는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방정부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이승종, 2014 : 5).

다섯째, 기초 지방정부 수준에서 주민참여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

는가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많은 기존연구들이 정부 정

책과정에서 제도화된 주민참여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이나 효과성이 확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정 주민참여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

해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성과 측정의 범위가 제한

적이거나, 참여제도를 도입한 목표가 정부성과의 제고이기 때문에 당연

히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는 규범적 바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방정부에서 도입되어 시행 중인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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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정부의 민주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면 주민참여제도 도입의 주체인 지방정부에 참여제도 활용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단위 지방정부에서 현재 시행 중인 주민참여

제도의 양적 수준과 참여제도를 속성에 따라 유형화한 질적 수준이 지방

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24개 기초 지방정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기초단위의 지방정부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

과 같다. 기존의 주민참여제도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

은 개별 지방정부 단위, 2개 이상의 지방정부와의 비교, 광역 지방정부

단위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정부의 성과와의 관계를 총체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으로 주민의 주요 생활단위로 작용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분

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2019년 1월 기준,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총 226개이다. 그러나 행

정구역의 신설, 통폐합 등으로 인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결측치 없는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었다.1). 따라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설, 통폐합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1) 2010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되어 창원

시로 되었다. 2014년 7월부터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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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2005년부터 2017년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다

음과 같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6회의 지방선거를 거치면

서 지방정부는 정치·경제·사회의 다양한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전

과 변화를 거듭해왔다. 특히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로 정부 정책

과정에서 주민참여 통로는 더 다양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참여정부 이후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의 확대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석을 위한 정확도 높은 자료수집을 위함이다. 본 연구는

현재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주민참여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제도 도입 또는

실제 운영 여부를 문서 또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주민참여제도와 관련한 자료 대부분이 2005년을 기준으

로 실질적 확인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로 한정하였다.

<표 1-1> 분석대상 지역

지역 구분 명칭

서울특별시
25 

자치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

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

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광역시

15 

자치구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 진구, 북구, 사상

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1 군 기장군

대구광역시
7 자치구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1 군 달성군

인천광역시
8 자치구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

구
2 군 강화군,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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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 자치구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광역시 5 자치구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광역시
4 자치구 남구, 동구, 북구, 중구

1 군 울주군

경기도
27 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

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

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4 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강원도

7 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11 군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2 시 제천시, 충주시

8 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충청남도

8 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7 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라북도
6 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8 군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

5 시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17 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

10 시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13 군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양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경상남도

8 시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10 군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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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 데이터와 횡단면 데이터를 결합한 패널데이터로 자료를 구

축하여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시행한다. 고정효과 패널 분석은 동일한

관측 개체를 시계열로 추적하면서 자료를 기록하기 때문에 관측 개체의

특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관측되지 않는 데이터

의 이질성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민인

식·최필선, 2012).

본 연구 분석의 시계열 범위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분석대상

은 224개의 기초자치단체로 하였다. 패널데이터는 모두 객관적 거시지표

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통계자료는 국가법령정보

센터(http://www.law.go.kr/), 정보 공개포털(https://www.open.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신

문자료 및 인터넷 검색포털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종속변수인 지방정부 성과에 관한 통계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실,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을 통해 수집하였다.

통제변수에 관한 자료 또한 앞서 언급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

집하였다.

http://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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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제도

1. 시민참여와 주민참여

1) 시민참여의 개념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는 “참여하고자 하는 그 과정 자체”로

사회에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Lijphart, 1997). 시민참여는 시

민의 사회참여를 의미하거나(Theiss-Morse & Hibbing, 2005), 정치참여

를 보다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Arnstein, 1969; Huntington

& Nelson, 1976). 오늘날 대부분 학자가 정의하는 시민참여의 개념은 주

로 광의의 개념으로 비정치적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2)(Putnam, 2000). 광의의 시민참여는 세금 또는 공과금 납부거

부와 같은 소극적 참여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반대행위, 정치적인 참여에

더해 정부에 대한 지지 및 동원 활동도 포함되며, 더 나아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도 시민참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이승종·김

혜정, 2015: 58).

이렇듯 시민참여는 정치, 사회, 행정의 다방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

며, 참여가 가지는 어떤 속성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가 가능하다.(Kaase & Barnes, 1979; Muller, 1982; Lyons &

Lowery, 1986; 이승종·김혜정, 2015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Scaff(1975)는 시민참여를 참여의 목적이 도구적

(instrumental)인지, 상호작용적(interactive)인지에 따라 유형화를 시도한

2) 시민참여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최 협의, 협의, 광의, 최광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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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구적 시민참여는 의도를 가진 참여로 주로 정책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참여지만, 상호작용적 참여

는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에 있으며, 정책과정 자체에 시민이 호혜적으로

참여함에 의미를 둔다.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민의 정치참여

를 시민참여로 정의하는 입장(Verba & Nie, 1972; Huntington &

Nelson, 1976)은 도구적 관점에서의 시민참여를 의미한다. 대개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해

소하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상호작용적 시민참여

는 시민성 함양, 호혜적 가치의 공유, 사회자본의 확대 등으로 연결된다.

상호작용적 참여는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는 정치적 효능감과 정

의실현을 강조하며(Scaff, 1975), 숙의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와

도 깊은 연관이 있다.

한편, 시민참여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도 정부 주도적 참여와 시

민 주도적 참여로도 유형화가 가능하다. 정부 주도적 시민참여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제도를 정책과정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시민 주도

적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깊은 연관이 있다.

2) 주민참여: 시민참여와의 구분

Cunningham(1972; 595)은 지역사회 내의 보통의 평범한 주민들이 지

방정부의 일반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활동을 주

민참여로 정의한다. 주민참여의 개념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가 있

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대의민

주주의의 보완 수단으로 작용하며,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장치라는 것을 강조한다(전영평, 2003; 오수길, 2008). 지방자치 관점에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이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력 행사를 위해 취하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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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민참여는 시민참여와 어떻게 다른가? 시민참여는 ‘시민에

의한 정치참여’이며 일반적으로 정치참여는 시민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승종,

2015 : 64). 우선 주민참여와 시민참여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는 견해는

주민참여와 시민참여는 참여를 구성하는 내용 중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 개념이지만, 참여라는 행위 자체에 강조를 둘

때 주민참여와 시민참여의 구분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본다(김익식, 2003 :

49).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 제 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

를 가진 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하며, 주민을 지방자

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 보았다. 그러므로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주

민으로서 시민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의 지역성을 보다 강조한

개념”인 것이다(이승종, 2015 : 64). 즉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

라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시민이며,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시민참여로 볼 수 있으므로 주민참여와 시민참여를 사실상 동일한 개념

으로 이해한다.

한편 주민참여와 시민참여의 개념을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주민참여

는 지방자치와 깊은 연관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민참여의 일반적 개

념과는 구분된다고 보았다. 지방자치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

계 측면에서의 단체자치와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측면에서의 주민자

치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승종, 2015:430). 단체자치는

분권, 주민자치는 참여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주민참여

와 시민참여를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 내 주민자치의 실현 차원

에서의 참여가 주민참여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시민참여가 주민참여와

다르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 정부 정책과정에 직·간

접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면,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주민으로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주민 자치적

관점에서의 시민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구성요소이며,

참여가 발생하는 지역성을 보다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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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시민참여가 주민참여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기도 하

며, 어떤 경우에는 주민참여가 시민참여를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

분은 양자를 동일개념으로 이해한다(이승종, 2015; 64). 주민은 해당 지

역에 거주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주민 또한 주권을 가진 시

민으로 보기 때문이다(김찬동·이정용, 2014). 그러므로 주민 또한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임과 동시에 시민성을 가진 시민이기도 하다.

2. 주민참여의 제도화 필요성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산출되는 정책 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정정길 외 4인, 2003 : 141), 국민은 이 과정에 참여하여 자

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한다. Pelletier, et al(1999)은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는 정책설계를 위한 지식기반을 확충하는 본질적 효과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순응과 지원을 증진하는 수단적 효과 및 정책의 민

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규범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King et al(1998)은 정책의 당사자인 관료와 주민 각각의 관점에

서 양자가 정책과정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관료의 경우 정

책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없으면 비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증가했음을 이

유로 든다. 한편, 주민의 경우 정부신뢰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관료의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책과정에서 관료의 참

여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불확실한 행정환경과 급속도로 다원화된 사회는 지방정부가

단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

로 주민참여가 없는 정책은 정부신뢰를 저하하고, 사회비용의 증대를 유

발한다. 또한,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 경험은 정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정부와 주민이 정책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유기적 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행정안전부, 200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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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

민의 활동이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더 나은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양

산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제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의 제도화는 참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이승종, 2015 :

336). 참여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민참여는 형식적 절차

에 머물거나 축소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참여의 제도화는 참여 과정

을 정형화시켜 참여비용의 감소를 유도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역할

을 할 수 있다(Kweit & Kweit, 1984; 김익식, 2003). 따라서 주민참여

제도화의 기본방향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참여의 문턱

을 낮추어 참여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의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비용을 최소화하고, 참여절차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여러 집

단의 포괄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승종, 2015 :

339).

이승종(2015 : 337-338)은 정책과정에서 제도적 참여의 확충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먼저, 참여제도가 확대

되면 비제도적 참여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사회의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익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제도적 참여수단

이 늘어나면, 시민은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제도적 참여방법을 선택하

게 되며, 제도적 참여는 비제도적 참여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을

가진다.

또한, 참여제도가 확대되면 참여의 대표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참

여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용이 수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참여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일부 계층은 참여 과정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제도화된 참여는 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므로 결과

적으로 다양한 계층, 집단의 참여를 가져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참여의 확충은 시민뿐 아니라 관료에게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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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가진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도적 참여는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특징을 가지므로 비제도적 참여보다 공무원의 참여제도에 대한 수

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행정저항이나 반발이 덜할 수 있다.

한편 제도적 참여는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윤주명,

2001).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제도적 참여는 정책 아젠다 설정 단계부터

정책을 형성, 대안을 제시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전 과

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반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정책결정자

의 자의적 결정으로부터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응성 높은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

다(Etzioni_Halevy, 1983: 58). Richardson(1983)은 참여의 혜택을 개인이

참여함으로써 얻는 발달상의 혜택(developmental benefit)과 참여로 인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의사결정 또는 정책과 관련이 있는 도구적 혜택

(instrumental benefits)으로 구별하며(Burton, 2009), 대응성 높은 행정서

비스란 다양한 정책과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고 보았

다. 이것은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와(Richardson, 1983), 결과적으로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종합하자면,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정부와 주민 간 상호작용이 안정적인

제도의 형태로 보장된 것으로 주민참여제도의 확충은 지방정부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3. 지방정부에의 주민참여제도 도입의 배경 및 영향요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는 참여의

용이성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정부성과를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존연구에 따르면,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의 자생적

참여의 활성화 또는 주민의 요구로 도입되었다기보다는 주로 지방정부의

외부적 혹은 내부적 요인 및 시간적 요인에 의해 참여제도의 도입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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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남궁근, 1994; 이승종, 2004; 최상한, 2010).

그렇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참여제도 도입과 확산의 배경 및 결정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외부적 결정요인: 지역확산모형3)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지방정부는 생존을 위해 필

요한 자원을 획득하거나, 혹은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합

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

이 주민참여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주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을 목적으로 도입된다(남궁근,

1994; 이승종, 2004; 하민지 외, 2011). 즉,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정부의 혁

신역량을 강화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은 주로 주

민참여의 확대,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 대응적 정부, 책임 행정

의 구현 등으로 나타난다(Ruhil, et al., 1999).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은 정책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정책 확산(policy

diffusion)은 정부가 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지, 어떤 정책이 왜 다른

정부로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이는 정책혁신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되며(Stone & Madigan, 2009; 최상한, 2010), 정책혁신의

확산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주요 기반이론(이승종, 2004)”으로 작용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는 행위는

정책혁신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Berry & Berry, 1990; 이승종,

2004). 그러므로 정책혁신의 수단으로 도입한 제도의 성공은 다른 지방

정부가 성공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하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정책혁신의 확산 기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확산, 지방

정부 간 발생하는 확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이승종(2004)은 지방

3) 제 3절 1항의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 간 이론적 논의에서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더욱 상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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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정책혁신의 확산보다 지방간 발생하는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을 강조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정책확산이 지방의

자율성을 무시한 획일적 성격을 가지기 쉬운 반면, 지방정부 간 정책혁

신의 확산과정은 각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일어나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동시

에 정책실패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지역확산모형에서 정책혁신의 기제는 인접 정부의 영향력이다.

인접한 지방정부의 참여제도 채택 여부는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 제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정책혁신을 촉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erry & Berry, 1990; 400).

한편,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제도 도입은 사회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정부는 능률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존재인 동시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당성,

생존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존재이다. 지방정부는 불확실한 행정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회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설령 주민참여제도의 효능감에 의문이 든다고 할지라

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존재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참여제도를 도입한

다는 것이다.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 이론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도적 동형화는 한 조직이 유사한 환경적

조건 아래 다른 조직을 닮아가도록 강요하는 과정(constraining process)

을 말한다(DiMaggio & Powell, 1983). 다시 말해 동형화 이론은 특정

지방정부가 다른 국가 혹은 지방정부에서 도입, 시행하는 제도를 왜 도

입하는지, 특정 제도가 왜 확산되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준다. 정부의

동형화 압력은 혁신적 주민참여제도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확산되어가는

지를 규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여기서 혁신적 제도를 먼저

시행한 지방정부와의 인접성 및 시행시기와 같은 시간적 요인의 고려는

필수적이다(최상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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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적 결정요인

내부적 결정요인은 정책혁신의 도입에서 인접 지방정부의 영향을 배제

한 해당 지방정부의 내부적 요인을 의미한다. 주민참여제도는 외부환경

적 변화나 정책확산의 동력만으로 도입되지는 않으며, 지방정부의 내부

적 역량요인이 주민참여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부요인 모형은 정책혁신의 확산 동인을 지방정부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에서 찾으며, 내부 역량요인에 따라 정책

혁신 수단의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주민참여제도 도입에 있어 지방정부 내부

요인으로는 크게 정치적, 행정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정치적 요인은 선거 시기, 단체장의 진보성향 여부, 단체장의 지방선거

득표율, 단체장과 의회 간 관계, 지방의회의 진보성향 기초의원 비율이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정

책 결정은 지역사회의 득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역의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나 제도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단체장의 특성과 단체장과 의회와의 권력 구도의

차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혁신 강도는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정부 내부의 행정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

기도 한다. 지방정부 주민 수의 증가는 곧 행정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

행정수요의 증가는 정부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을 증가시키고, 시행하

는 여러 정책에서 다양성의 요구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양한

이해관계 반영에의 요구는 나아가 행정의 적극적 대응을 유발하며 이것

은 주민참여제도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정명은, 2012).

Mohr(1969)는 조직의 규모가 정책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

다. 지방정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위한 조직의

여유 자원이 많아지므로 외부환경에 대한 통제가 용이할 수 있다는 특징

이 있으며(김혜정, 2006),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이 풍부한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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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수록 혁신적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이종수, 2004: 249).

그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지방의회의 규모, 지방 선거투표율, 주

민의 교육수준, 지방정부의 재정력 등을 들 수 있다(Gray, 1973).

3) 시간 요인

시간 요인 모형은 여태까지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의 확산 기제에서 시

간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시간 요인이 정책

혁신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즉 정책혁신의 확산은 혁신정책

의 확산 추세가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추세가 둔감해

지거나 감소하는 점감형(gradual erosion scenario), 일정 수준이 계속 유

지되는 지속형(successive scenario), 일정 시점을 넘으면 감소하던 확산

추세가 전기에는 못 미치지만 다시 증가하는 부활형(resurrect scenario)

으로 나타난다(이승종, 2004).

4) 소결

지방정부에서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는 배경과 그 요인을 정리하면 크

게 외부환경적 요인, 지방정부 내부요인, 시간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요인은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에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여

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참여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주민참여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주민참여제도 도입의 영향요인으로 알려진 여러 요인이 복합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전체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분석대상에

포함된 각각의 주민참여제도들 역시 앞서 논의한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지방정부에 도입된 것이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도가 확산되거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이후 시계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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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입된 참여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지속해서 유지된다는 주민참

여제도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가정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제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러 있으며, 참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참여제도의 효과가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

다.

4.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제도

1)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

지방자치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는 주민투표(지방자

치법 제 14조),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지방자치법 제 15조), 주민

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 16조),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제 17조), 주민소환

(지방자치법 제 20조)이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통

해 정책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도는 대표적인 직접민주주의 실현 수단으

로 통한다(Cronin, 1989; Smith & Tolbert, 2004; 2009). Cronin(1989)은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투표제도와 같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제도를

채택한 미국의 주들이 순수 대의제도만 운영하는 주에 비해서 덜 부패하

고 시민 중심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Smith & Tolbert(2009) 또한 시민

발안 제도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며, 이러한 제도들은 직접민주주의 실

현의 수단이 되며, 지방정부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증진해준다는 것을 확

인한 바 있다. 각각의 제도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투표제도이다.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정부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 지역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 지방자치 행정의 민

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2004년에 도입되었다.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

법 제 14조에 법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투표의 대상, 투표절차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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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부적 요건은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주민이 자

신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및 쓰레기 매립장 설치, 화력발전소 설치, 읍면동의 분리, 합병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주민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투표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제도가 제정된 이후

총 8회 시행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안이 1건, 미투표로 종결된 사안이 2

건으로 나타났다. 투표가 8건 실시된 사안 중에서도 서울시 무상급식 지

원범위에 대한 주민투표는 투표자 수가 1/3이 되지 않아 미개표되었고,

주민투표 청구단계에서 실패한 것이 2건이며 실제 투표결과가 나온 것은

5건으로 확인된다.

둘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이다.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

로 도입되었으며, 2009년 개정으로 국내 거·소재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

까지 청구권이 확대되어 참여의 범위가 넓어졌다. 주민 발의제라고도 불

리며,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요구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구된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간접 발안 형태로 주민에게 발의권이 인정된

다는 특징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 15조 제1항에서는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는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자연인이며 청구인 수는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

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 15조 2항은 조례제정 및 개폐의 청구대상

으로 원칙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이 미치는 모든 사항으로 자치

사무는 물론 단체위임사무도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제외되는 사항으로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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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2005년경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

정 운동이 발생하면서 총 98건의 조례청구가 이뤄졌던 사례가 있다. 또

한, 2009년 허가제였던 서울광장 이용을 신고제로 변경하자는 조례에 서

울시민 9만여 명이 참여하였고, 2016년에는 시흥시의 청년 기본조례 제

정에 주민의 뜻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

된 이래 약 230건이 발의된 바 있으며, 자치입법권 활성화의 의미가 있

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 조례 개폐청구제도에서 주민이 참

여하는데 가장 큰 문턱으로 작용했던 요인이 바로 현장 서명이었는데,

2018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장 서명을

공인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셋째, 주민 감사청구제도이다. 이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

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에게 연대 서명을 받아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

제도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의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법 제 16조 제1항은 주민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지방자치

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

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등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년 서울시에서 시민 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한 이래 이를 모델로 하

여 1999년 지방자치법에 주민 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었고,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주민 감사청구제도는 도입된 이후로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감사청구실적은 사실상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주민 감사청구를 위한 청구인 수가 주민 수 비율로 정해

져 있으므로 지방정부 규모별로 청구인 수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인구증감에 따라 청구인 수가 변동되어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

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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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주민소송제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의 침해와 상관없이 위법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법 제 17

조 제1항은 주민 감사청구를 규정한 제 16조 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

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감사 청

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

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불

복하는 경우,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주민소송제도는 2007년 도입되었으며,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

민소송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5건의 사안이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 종결

된 사안은 36건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사안의 대부분은 주민패소로 판결

이 났으며, 주민이 승소한 사안은 2건(일부승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다섯째, 주민소환제도이다. 이것은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일

정 수 이상의 주민에게 연대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시행하며, 투표결

과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선거에 대한 주민의 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자치행정 전반에 걸쳐 적

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지방자치법 제 20조에 따르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제

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 및 효력에 대

해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소환제 운영현황을 보면, 소환투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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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실시되었지만 주민소환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투표 종결된

사안은 실시된 이후로 86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의 사

유는 서명부 미제출로 확인되었다.

2) 그 외의 주민참여제도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주민참여제도 이외에 다른 법령 혹은 조례에 근

거하고 있거나,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방정부에서 공통

으로 활용 중인 주민참여제도가 있다.

윤주명(2001)은 개별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크게 자문위

원회, 공청회, 반상회, 자원봉사, 시민접촉, 주민 의견 조사제도의 여섯

가지 형태로 유형화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

참여제도이다. 주로 중앙 또는 지방의 행정기관에서 기능, 정책별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문위원회는 정책과정에서

결정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정책의 설계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필요한 주요

정부의 투입기능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윤주명, 2001). 일반적으로 자

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는 일반 시민이 아닌 정부 기관에서 지명하는

전문가 또는 지역유지 등이 임명되어 참여의 대표성 확대 측면에서는 제

한적 참여의 행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

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로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참여제도이

다. 공청회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작용을 시행

하기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하는 절차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특정 사업이나 정책, 제도의 도입 또는 개선 등에 대해 사전에 의

견을 수렴하거나, 특정 제도나 정책에서 집단 간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전문가, 이해관계자, 주민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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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있다.

반상회는 행정단위의 최말단 조직인 반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또

는 주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는 월례회로서 비교적 높은

참석률을 보이는 보편화 된 주민참여제도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승종, 2015: 347). 반상회는 시대에 따라 그 형태나 기능이 달라지면서

지속되어 왔다. 이승만 정권에서의 반상회는 반공체제의 유지를 위한 통

제와 감시의 수단으로 작용하였으며, 1970년대의 반상회는 주민들 간 상

호부조를 도모하고 새마을 운동과 같은 지역사회 발전 운동을 추진하며,

자치능력 훈련과 민주 생활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관 주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친목을 위한 자율적 참여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반상회는 민주

적 숙의(democratic deliberation)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형태로 근린 회의

(neighborhood assembly)의 특성을 가진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으므로

(Barber, 1983: 390), 주민 의사의 투입기능을 확대시키고, 정부와 시민과

의 연계통로인 근린집단으로 육성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승종, 2015: 306).

자원봉사는 일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Ellis & Noyes, 1990), 현대에 와서는 각종

정부 정책 또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이

타적 활동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속성을 가진다. 먼저 자원봉사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자발

적인 의지를 가진 개인이 모여 무보수로 활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주로

자원봉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행정적 요구

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

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공익을 증

진시키기는 역할을 한다(김정헌, 2010). 원미순·박혜숙(2010)은 우리나라

의 자원봉사활동의 전개 양상은 선진국의 그것과는 차별적 특징을 가진

다고 말한다. 선진국의 자원봉사가 성숙한 자발적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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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전개된 것과는 달리, 정부의 주도 아래 자원봉사제도가 먼저 만

들어졌고, 그 결과 자원봉사자들의 양적 증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다. 또한, 자원봉사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보다는 정책집행과정에

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발견되는데(윤주명, 2001), 이러한 특징은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이 수행해야 하는 단순 업무

를 도와주는 정도를 바라지 정책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바

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윤주명·황창순, 1998). 자원봉사

는 정부로부터 자율적인 시민들의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은 정부 예산의

수정, 정부지출의 감소뿐 아니라 관료제의 권력집중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치 사회적 부분에서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원미순·박혜숙, 2010).

시민 주도적 접촉은 개인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행정상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행정기관 혹은 공직자와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한

다. 시민의 공직자접촉, 민원제출행위, 시민제안제도, 인터넷을 통한 시민

직접참여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민 주도적 접촉은 특히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평가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참여의 형태로 주민이 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인식인 공공서비스 만족도는 공직자접촉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Thomas & Melker, 2001). 공직자접촉은 다른 주민참여 행위와 비교하

면 상대적으로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

직자와 직접 접촉하는 행위는 주민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공직자의 빠

른 대응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투입하는 일상적 통로로 작용하는 효과가 있다(현승숙·이승종, 2009).

주민 의견조사제도로는 모니터제도, 민원행정만족도 조사제도 등이 있

다. 모니터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의 활동에 대해 불

편사항 및 개선 아이디어와 같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만들어진 시민참여제도이다. 주로 지방정부 정책에 관심이 있고, 컴퓨터

활용능력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니

터 요원을 기수별로 모집하고 활동 기간을 설정하여 현장과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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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제도는 1996년부터 민원인 만족도 평가제

도라는 명칭으로 여러 지방정부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대표적인 주민 의

견조사제도이다.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를 살펴보면 민원인은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민

원사무는 허가·인가·면허 또는 승인의 신청, 등록의 신청, 증명 또는 확

인의 신청, 이의신청·진정·건의 또는 질의, 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

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등을 의미한다. 시민평가제도의 시행은 지방정부

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성과 지향적 정부 구현을 위한 것이다(박기관·

정재환, 2012).

5. 주민참여제도의 유형화

1) 참여속성에 따른 유형화

Arnstein(1969)은 참여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8단계로 주민참여를 유형

화하였다. 그는 주민참여는 사다리(ladder)의 구조로 크게 세 단계로 분

류할 수 있다고 하며, 사다리의 하층을 비참여 단계(nonparticipation), 중

간 수준을 명목상 참여 단계(degree of tokenism), 사다리의 상층을 시민

권 적 참여 단계(degree of citizen power)로 유형화하였다. 각 단계의

시민참여 수준은 비참여 단계에서는 조작(manipulation)과 교정(therapy),

명목상 참여는 정보제공(informing), 자문(consultation), 회유(placation),

시민권 적 참여는 파트너십(partnership),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시

민 통제(citizen control)를 포함하고 있다. 조작과 요법 수준에서의 시민

참여는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은 아니지만 궁극적 목적은 소수의 엘리트가 정책과정에서 실권을 가지

게 하는 데 있다. 정보제공, 자문, 회유적 참여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는 하지만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는 단계는 아니다. 명목상 참여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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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상층에 위치한 회유 참여수준에서도 시민은 정책 결정의 실권은 행

사하지 못한다. 사다리의 제일 위 단계에서 비로소 시민은 정책 결정 과

정에서 수권을 가진다. 시민은 협상할 수 있고, 전통적인 정책 실권자들

과 균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시민 통제에 이르러서는 시민은

정책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관리 권력도 가지게 된다.

Lanton(1978)은 참여를 상향적 시민참여인 시민운동(citizen action), 하

향적 시민참여인 시민개입(citizen involvement), 법적으로 부여된 참여인

선거참여(electoral participation)와 의무참여(obligatory participation)로

유형화한다. 시민운동은 시민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로비, 시위 등을 들고 있으며, 시민개입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나 정책에서 시민의 지원을 얻고자 시행되는 공청회, 자

문위원회, 여론조사 등이 포함된다. 이어 법에 따라 보장된 시민의 권리

로서 선거참여로 투표, 후보에 대한 자원봉사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가

에 대한 시민의 의무를 강조한 납세, 병역 등의 의무참여가 있다.

Zimmerman(1986)은 참여자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수동적 참여와 능동

적 참여로 주민참여를 분류하고 있다. 수동적 참여는 정부의 시민에 대

한 일방적인 정보제공이나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여론조사 등의 참여를 의미하고, 능동적 참여는 주민이 적극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총회, 시민위원회, 주민투표, 주

민 발의 및 소환, 자원봉사 등을 들고 있다.

참여는 정부와 시민의 영향력 관계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

다(Sharp, 1990; 이승종, 2015: 103, 341-342). 시민과 정부 간 관계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수동적(reactive) 참여, 시민과 정부 간 상호작용이 이

루어지는 교호적(interactive) 참여, 시민이 주도권을 가지는 통제적

(controlling) 참여로 분류하고 있다. 수동적 참여는 정부가 주도권을 가

지고 시민의 민원이나 고충 처리, 행정 모니터제도, 설문 조사 등이 해당

된다. 교호적 참여수단으로는 선거, 반상회, 자문위원회 등이 해당되며,

통제적 참여로는 직접민주주의 수단인 시민 발의, 소환, 주민투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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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민주정치 이상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유재원(1995: 24-29)은 행정동원적 주민참여, 공동협력적 주민참여, 자

생 조직적 주민참여로 분류한다. 행정동원적 주민참여는 관 주도의 참여

수단을 의미하며 주민투표, 반상회, 정책 결정을 위한 공청회 등이 포함

되고, 공동협력적 주민참여는 정부와 시민 간 상호협력하는 형태의 참여

로 각종 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자생 조직적 주민참여는 지역의 공동이

익을 대변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조직을 구성하여 자발적 참여를 하

는 형태로 주로 비제도적 참여를 의미하며, 시민단체(관변단체 제외)를

통한 참여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영평 외 2인(2003)은 주민참여를 제도적, 비제도적 참여로 구분한 뒤

두 가지 참여유형에 속하는 한국의 주민참여수단을 분류하여 제시한다.

제도적 주민참여의 영역에는 선거, 공청회, 반상회, 위원회, 주민 감사청

구, 청원,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등이 포함되며, 비제도적 주민참여의 수

단으로 단체장 면담, 지방의회의원을 통한 청원, 공무원 면담, 집단민원,

집회 및 시위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한편, 주민의 참여형태(참여의 주체

인가, 객체인가), 토론주제의 폭(광의적인가, 협의적인가), 토론의 반복성

여부(일회성인가, 반복적인가), 제안의 반영률 등으로 참여제도를 유형화

하기도 한다(김보흠, 2005).

정정화 외 2인(2014)은 주민참여는 복합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에 주민이 제공하는 내용(content)을 중심으로 아이디어제안형, 의견제시

형, 지식제공형, 참여 활동형으로 주민참여를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

류방식은 주민이 참여하는 이유와 내용을 분석할 수 있게 하므로 주민참

여를 주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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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과정에 따른 유형화

오수길(2008)은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의 참여는 정책이 현실을 잘 반

영할 수 있도록 해 적실성을 높여주며, 정책 결정의 오차를 줄이는 긍정

적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Irvin & Stansbury, 2004).

정책과정은 학자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기존연구에

서 확인할 수 있다(강인성, 2008; 정명은, 2012; OECD, 2001).

Dror(1968)는 정책 결정의 최적 모형을 제시하면서 정책과정을 기본방침

결정, 정책 결정, 정책 결정 이후의 단계로 구분했다. 또한

Lasswell(1975)은 정보수집과 처리, 동원, 처방, 행동화, 적용, 종결, 평가

의 일곱 단계로 보았다. 정정길 외(2003: 141-142)는 정책과정을 정책의

제설정, 정책 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단계로 분류한다.

OECD(2001: 23)는 정책과정에서 국민을 파트너로 인식할 필요가 있

다고 강조하며, 정책과정 단계를 정책설계, 집행, 평가과정으로 분류하고

주민참여의 방향에 따라 정보제공형 참여(information), 협의형 참여

(consultation), 능동형 참여(active participation)로 분류하고 있다.

OECD의 분류방식은 정책의 흐름에 따라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단

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정책과정별 주민참여의 수준과 참여수단을 명

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정정화 외 2인, 2014).

우선 정보제공형은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거나,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정부가 수동적으로 제공하는 일방적 소통이 중

심을 이룬다. 주로 정책에 대한 백서발간, 새로운 정책 혹은 규제의 시

행, 정책평가 및 참여기회에 대한 정보제공이 여기에 해당한다.

협의형은 대개 정부가 설정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견해를 묻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양 방향적 관계를 가

진다. 협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고, 새로운 대안

을 검토하는 등 의사결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김상묵 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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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004).

능동적 참여형은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의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형태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한다. 따라서 주민의 정책과정 전

반에서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 강조된다(강인성,

2008). OECD의 주민참여제도 유형화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정책과정을 통한 주민참여제도 유형화(OECD, 2001: 22)

정책 

단계
정보 협의 능동적 참여

정책

설계

w 백서, 정책문서

w 입법프로그램

w 법률 및 규제 

초안

w 대규모 의견조사

w 토론회, 시민패널

w 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

w 법률 및 정책 

대안 제시

w 정책의제 및 

대안에 대한 토론

정책

집행

w 새로운 정책, 

규제의 시행

w 부수적 법률안 

마련 위한 

포커스그룹 활용

w 시민단체와 협력, 

새로운 법률에 

대한 순응 확보 

위한 정보제공

정책

평가

w 평가 및 

참여기회에 대한 

공지

w 정부평가 및 결과 

검토 시 

이해관계자 참여 

w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독자적 평가

또한 행정안전부(2004)는 정책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정

책과정을 정책 입안 및 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로 구분하여 “국민참여

제도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강인성(2008)은 정책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과정을 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

가로 분류했다. 의제설정은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화되는 단계이므로,

정책 방향의 결정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정책

형성은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여러 대안을 탐색하여 정책을 수

립하는 단계이며, 정책집행은 결정된 정책을 정부는 실행하고 집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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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제공이나 공개가 주민에게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정

책평가는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주민참여제도 유형화와 관련하여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

음의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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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민참여제도 유형화 방식

유형화 

기준
연구자 구분 방식

 정책

 과정

OECD, 2001 정책의 흐름에 따라 정책과정(정책설계, 정책집행, 정책평가)과 

과정별 도입되는 참여제도(정보제공형, 협의형, 적극적 참여)를 

3x3 매트릭스 상에 배치

정명은, 2012
정명은·장용석, 

2013
조석주·강인성, 

2006
정책의 흐름에 따라 정책과정(정책설계, 정책집행, 정책평가)과 

과정별 도입되는 참여제도(정보제공형, 협의형, 적극적 참여)를 

4x3 매트릭스 상에 배치강인성, 2008

참여의 

자발성과 

개방성

Zimmerman, 

1986

능동적 참여: 시민자문위원회, 공청회, 주민 발의, 주민소환

수동적 참여: 제공되는 정보의 이용

임승빈, 2006
간접형 주민참여제도: 공청회, 고충 민원, 간담회 등

직접형 주민참여제도: 주민발안, 주민소송, 주민참여예산제도등

Fiorino, 1990
개방형 참여제도: 주민합의체, 시민배심원제

비개방형 참여제도: 규제협상에서 이해관계자 토론, 전문가토론

참여의 

영향력과 

권한의 

정도

Sharp, 1990

이승종, 2015

수동적 참여: 민원실, 고충처리, 행정모니터, 설문조사 

교호적 참여: 선거, 반상회, 간담회, 자문위원회, 공사협동

통제적 참여: 시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심의위원회

Arnstein, 1969
비참여(조작, 교정), 명목상 참여(정보제공, 자문, 회유), 

시민권적 참여(파트너십, 권한위임, 시민통제)

유재원, 1995

행정동원적 주민참여: 주민투표, 반상회, 정책결정 위한 공청회

공동협력적 주민참여: 각종 위원회

자생조직적 주민참여; 시민단체(관변단체 제외)를 통한 참여
주민이 

제공하는 

내용

정정화 외 

2인, 2014
아이디어제안형, 의견제시형, 지식제공형, 참여활동형

참여의 

성격
Lanton, 1978

상향적 시민참여(시민운동), 하향적 시민참여(시민개입), 

선거참여, 의무참여

참여의 

통로

임승후·김병섭, 

2010
오프라인 참여와 온라인 참여

온라인 

주민참여

김보흠, 2005 광청형, 대화형, 시민토론형, 공동경영형 참여

이시원·민병익, 

2002
직접적 참여, 쌍방형대화형, 정책토론형 참여

제도화 

유무

전영평 외 

2인, 2003

제도적 주민참여: 선거, 공청회, 위원회, 주민감사청구, 청원

비제도적 주민참여: 단체장 면담, 집단민원, 집회 및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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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성과

1. 정부성과의 개념

1) 정부성과의 정의

성과(performance)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실행된 활동의 산

출물 또는 그 결과이며(Curristine, 2005),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Rogers, 1990; Boyne & Dahya, 2002).

정부성과는 확립된 단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정부

가 시행하는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결과’로 정의

된다. 이러한 정부성과 개념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성과 관련 연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성과에 관한 연

구는 행정이론의 발전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행정이념의 달성과 그 궤를 함께하기 때문이다.

가치는 도구성을 기준으로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와 수단적 가치

(extrinsic value)로 구분할 수 있다(Ackoff, 1981; 41). 정부성과 평가의

주요가치로 드는 행정이념도 이러한 도구성을 기준으로 본질적 행정 가

치와 수단적 행정 가치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본질적 가치는 행정을 통

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공익(public interest), 정의(justice),

형평(equity), 자유(liberty) 등을 의미하며, 도구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로서 능률성(efficiency), 효과성

(effectiveness), 합리성(rationality), 합법성(legality), 대응성

(responsiveness)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도구적 행정 가치는

실제 정부의 정책과정 전반에서 구체적 지침의 역할을 하는 기준이 된다

고 볼 수 있다.

전통적 행정학에서는 행정의 능률성 추구가 최우선적 목표였으며, 대



- 35 -

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관료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었다. 1960

년대를 거치면서 빈곤과 인종차별 등의 여러 사회문제를 정치기구에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행정가들이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된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은 정의,

형평성 등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정부성과에 관한 관심은 1980년대 들어

서 극대화된다. 신 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전 세계적

확산은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성과주의 사조의 유행을 가

져왔으며, 정부의 기능과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을 발전시

켰다(김정숙·엄영호, 2018). 신 공공관리론은 더 많은 시장성(more

market), 더 많은 관리성(more management), 더 많은 능률성(more

efficiency)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추구한다(이종수, 2010: 32). 이러한

신 공공관리론의 유행은 작은 정부로의 개혁을 주도하였으며 국민의 요

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더 생산적인 정부를 요구하게 되었다(박충훈,

2009).

그러므로 정부성과는 시대에 따라서 정부가 어떤 행정이념을 추구하

고 강조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 행

정이 투입에 관한 관심이 높아 공적 자원이 합법적, 합목적적으로 사용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의 행정은 행정의 효과성

(effectiveness)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원의 투입에서 얻는 산출물(output)

및 결과(outcome)를 중요시한다(박충훈, 2009).

2) 정부성과 측정지표의 설정

정부성과의 어떤 부분을 측정하는가와 관련한 논의는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의 설정 및 조작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서 정부성과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성과는 단일의 확립

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책과 서비스의 객관적, 주관적 결과라는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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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performance measure)는 조직이 추구

하는 가치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투입, 산출, 결과,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척도”이다(박충훈, 2009).

이를 바탕으로 정부성과의 측정지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분류할 수 있다. 정량지표는 구체화한 양적 수치를 측정이 가능한 성과

지표로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으며, 반복 측정할 때 동일한 결

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인구 10만 명당 5대 범죄

발생률, 해외건설 수주액, 관광수입액 증가율 등이 있다. 반면, 정성 지표

는 양적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한 성과지표이다. 즉 평가자의 주관이 개

입되기 때문에 양적 측정이 불가능한 영역에서 주요 측정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민원만족도,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제도개선 과제 이행수준

평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 NGO 훈련 교육센터(INTRAC, 2015)에 따르면, 정부성

과의 측정지표는 성과지표의 내용에 따라 크게 투입(Input), 활동

(Activity),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의 차원에서 측정

할 수 있다4). 첫째, 투입은 정부가 정책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해 활용하

는 요소로서 ‘What we use to the work?’의 차원이다. 정부 사업을 추

진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 인력, 도구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투입요소는 정부성과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작용한다. 예컨대 금연정책의 경우 금연정책에 배정된 예산, 담당

공무원의 수 등이 해당할 수 있다. 둘째, ‘What we do?’의 차원으로 정

책 또는 사업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Activity)을 의미한

다.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금연교육 관련 활동, 금연캠페인 및

광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What we produce or deliver?’의 차

원이다. 정부가 생산하거나 전달한 서비스 및 정책 활동의 직접적 결과

4)

https://www.intrac.org/wpcms/wp-content/uploads/2016/06/Monitoring-and-Ev

aluation-Series-Outcomes-Outputs-and-Impact-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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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산출물(output)이며, 위의 예를 들자면 금연캠페인 광고의 수, 금연

교육을 받은 국민의 수 등을 들 수 있다. 즉 Output은 산출물이나 서비

스가 의도한 대로 제공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넷째, ‘What we

wish to achieve?’의 차원을 측정하는 결과(Outcome)이다. 여기에서 결

과는 비교적 단기간의 성과를 의미한다. 다섯째, ‘What we aim to

change?’의 차원을 측정하는 영향(Impact)이다. 결과와 영향의 가장 큰

차이는 성과 측정의 기간이다. Outcome이 비교적 단기간의 성과를 의미

한다면, Impact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정책 또는 사업의 결과로서

사업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이바지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를 들어 금연정책으로 인한 금연율의 증가가 Outcome이라면, 금연정책

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폐암 발병률의 감소는 금연정책의 Impact 또는

Goal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2008)는 정부성과 측정지표를 구성할 때 될 수 있으면 성

과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의 설정이 곤란한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투입지표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데, 그 이

유는 투입만으로는 정부 사업 성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다년도 계속 사업과 같이 산출물 또는 결과지표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 중간점검의 측면에서 과정지표를 측정할 수 있겠으나, 그러

한 경우라 할지라도 정책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기대되는 성과에 대한 산

출이나 결과지표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아래 <표 2-3>은 정부성과

측정지표에 대한 행정안전부(2008)의 분류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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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정부성과 측정지표의 유형화

3) 정부성과의 측정과 관련 선행연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성과는 시대가 추구하는 행정이념의 가치

에 따라 변화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복수의 개념으로 생각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성과는 학자마다 다양한 기준 및 관

점으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정부성과의 측정 또한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서 조작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성과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 따라 정부성과를 평가하기 위

한 지표의 구성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부성과를 통합적으로 측정한 단

일종합지표를 사용할 것인지, 성과의 특성과 영역을 구분하여 다차원적

관점에서 정부성과를 측정할 것인지, 특정 부문의 지표를 강조하여 측정

할 것인지에 따라 정부성과의 평가지표는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먼저 정부성과를 단일의 종합지표로 측정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Putnam(1993: 63-75)은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성과를 정책과정(policy

구분 개념 특성

투입지표

예산, 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교육 예산 집행율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용 및 

산출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점검하는데 

도움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수료자 취업률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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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정책공표(policy pronouncement),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으로 나누고 세 부분에서 제시하는 12개의 정부성과 측

정지표를 하나로 통합한 지표로 지방정부 성과를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12개의 세부 지표는 정책과정지표로 ①내각의 안정성, ②예산 배정의 신

속성, ③통계서비스 공개를, 정책공표지표로 ④입법혁신, ⑤개혁적 입법

을, 정책 시행지표로 ⑥보육시설, ⑦보건소, ⑧산업정책, ⑨농업, ⑩보건

지출, ⑪주택·도시개발, ⑫관료 대응성을 측정하고 있다.

Rice & Sumberg(1997: 108) 또한 정부성과를 정책혁신, 행정의 효과

성, 정책 진보성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성과지수로 측정한다. Rice(2001)

는 정부 제도, 정부 대응성, 정부 효과성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각각 측정

하여 종합적 정부성과로 측정하고 있으며, Knack(2002)은 정부의 인적자

원, 재정관리, 정보통신, 결과지향 관리 등을 통합한 정부 관리능력 지수

로 정부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성과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경향

의 연구들은 정부성과를 단일지표로 측정하는 데서 오는 한계를 지적하

고 있는데(Jackman & Miller, 1996; Knack, 2002; Tavits, 2006) 정부성

과의 성질은 단일의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의

특성에 따라 측정지표에 차별성을 두기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정부성과

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고려되는 경제적 요인 중 주민의 소득은 정부 효

과성 측면에서는 정부성과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행정의

대응성 차원에서는 영향요인이 아닐 수 있다(Knack, 2002). 반대로 사회

자본 요인 중 사회신뢰는 행정의 효과성에서는 영역에서는 영향력이 없

다고 분석될 수 있지만 다른 기준인 행정의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았을 때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성과를 다차원적 관

점에서 측정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광희(2003)는 정부성과의 평가 기준을 관리주의 성과이론과 민주주

의 성과이론으로 유형화하였다. 먼저, 관리주의 성과이론은 정부 활동의

효율성(efficiency) 평가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좋은 정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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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신 공공관리론을 배경으로 하

고 있다. 관리주의 성과이론은 정부성과 측정에서 제공된 공공서비스의

양을 측정하는 작업부하량(workload), 투입대비 산출을 의미라는 효율성

(efficiency), 목적이 달성된 정도를 의미하는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

성과 효과성을 통합한 생산성(productivity)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성과의 측정 영역도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재정부문 또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집중된다.

한편, 민주주의 성과이론은 반응성(responsiveness), 형평성(equity), 투

명성(transparency) 등 정부성과 측정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정부의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부성과는 최종

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

로 성과의 측정은 주민만족도나 정부의 입법 활동 등에 초점을 두고 있

다. 그러나 두 가지 이론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닌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정부성과 평가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공동성 외 2인(2007) 정부성과를 경제적 관점, 행정적 관점, 국정 관리

적 관점으로 유형화하여 설명한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정부성과는 비용

효과 측면에서의 성과를 의미하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투입에 있어서 자원의 낭비는 없었는지, 결과 대비 투입이 효율적이었는

지, 결과가 얼마나 산출되었는지에 초점을 둔다. 행정적 관점은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행정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 및 대응성, 정부역량 강화 차

원에서 정부성과를 정의한다. 이 관점은 전자와는 달리 정부의 정책 결

정 과정에서 정보공개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책과정에서 시

민참여 정도는 어떠한지를 강조한다. 국정 관리적 관점의 정부성과는 국

정철학과 관련이 깊다. 경제적, 행정적 관점과는 달리 국정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어떤 행정 가치를 최종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지에 중

점을 두어 정부성과를 정의한다. 그러므로 국정운영에서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일을 제대로 일을 수행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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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2012)은 정부성과를 민주적 정부로서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고려한 정책 활동과 정책의 산출물 측면을 반영한 행정의 효율성으로 구

분하고 정책 활동의 지표로 지방정부의 입법 생산성과 정책혁신 활동을

행정의 효율성의 지표로 지방정부의 재정관리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입법 생산성은 누적 조례의 수와 당해년도 제정된 조례의 수

로, 정책혁신 정도는 혁신적 입법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간주하고 출산장

려금 지원조례, 학교급식 지원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제정 여부로 측정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재정관리능력은 재정 건

전성, 재정 효율성, 재정 계획성으로 측정했다.

Tavits(2006)은 정부성과를 정책의 산출(output) 측면을 반영한 정책

활동주의(policy activism)와 행정의 효율성(administrative efficiency)으

로 유형화하기도 한다.

한편, 정부성과는 정부 기능과 정책 결과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인 정

책 결과(policy outcome), 정책성과(policy performance), 정책 효과성

(policy effectiveness) 등과 윤리적이거나 절차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형

평성(equity), 공정성(fairness), 민주성(democracy) 등 감지하기 어려운

비가시적 성과로 나누어 측정하기도 한다(Miller, 1974; Citrin & Green,

1986; Hibbing and theiss-Morse, 2001).

이 밖에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WGI(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는 공공서비스의 질, 공무원의 질 등으로 측정하며, 각 정부의

정책형성(policy formulation)과 집행능력(policy implementation)을 측정

한다.

한편, 행정의 특정 영역을 강조하여 정부성과를 측정한 연구가 있다.

주로 정부의 재정부문의 성과를 측정한 연구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Rice(2001)는 정부의 재정관리의 질적 수준을 재정지수

로 측정하였으며, 김태일·박상현(2013)은 정부성과를 경제적 측면에서 경

제성장률과 재정수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부성과를 경제발전, 환경보전,

사회복지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기도 한다(김두래, 2012). 경제발전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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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GDP를, 환경영역은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지수

를, 사회복지영역은 복지레짐(Welfare Regime)점수를 활용하여 영역별로

정부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둘째, 정부성과는 평가지표가 가지는 성질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성과 평가지표가 객관적 특성을 가지는지, 주관적 특

성을 가지는지를 고려한다.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의 성과는 행정이념을

바탕으로 효과성, 능률성을 측정하는 정량적 평가와 민주성, 형평성, 대

응성 등을 측정하는 정성적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오승석,

2012), 정량적 평가에는 객관적 평가지표가, 정성적 평가에는 주관적 평

가지표가 사용되어 온 경향이 있다. 정부성과를 정부 활동의 결과 및 산

출물로 정의할 때 대부분은 정부성과의 객관적 측정이 어렵고 자료의 제

한성으로 인해 설문을 통한 응답자의 인식을 측정한 주관적 정부성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Brewer & Selden, 2000). 정책과 공공서비스 및

정부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같이 정부성과에 대한 시민의 주관

적 인식을 측정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이숙종·유희정, 2010). 특히

주관적 평가의 중요성은 정부성과를 시민 중심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

우 잘 나타나 있다. 이석환(2011)은 정부성과에서 시민 중심적 시각이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를 정부성과를 인식하는 시민과 공무원의 평가 기

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나의 이웃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라는 문항에서 공무원은 정부성과의 측정수단으로 범죄율 조사

결과를 떠올리지만, 시민은 범죄율이 아니라 자신이 범죄를 신고했을 때

얼마나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해 주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

음을 확인한 바 있다(이석환, 2011). 이러한 결과는 시민은 정부성과 측

정 자체보다는 반응하는 정부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반영한다. 그러므

로 정부성과 평가에서 시민의 주관적 인식의 측정은 인식과 실제 성과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피설문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

로 나타나는 인지된 성과(perceived performance)의 중요성 때문에 성과

평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Brewer & Selde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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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성과에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경우 대부분이 같은 설

문 조사에서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도 함께

추출하기 때문에 동일방법 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Meier & O’Toole, 2013). 한편 정부성과를 객관적으로 측

정하는 것도 어떤 측정지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

므로 결과적으로 객관적, 주관적 측정 모두 장단점을 가지며,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Brewer & Selden, 2000; Boyne &

Chen, 2006).

한편, 정부성과를 측정하는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의 성과로 정부성과를 구분하여 보는 경향이 있다.

이숙종·유희정(2010)은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을 중앙정부에 대한 인식

과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이유를 1995년 지방자

치의 실시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지방정

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부분을 처리한다면, 지방정부는 상대적으

로 주민의 일상적 생활과 관련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기관의 성

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임상규(2011)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성과

관리를 시행하는 목적과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고객에 대

한 정의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구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된 이해관계자가 고객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고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고객은 주민으로 한정되기 때문

에 범위가 보다 명확한 특징을 가진다.

지방정부의 성과 개념 또한 다의적이고 복합적이다(Rogers, 1990; 14).

지방정부를 규정하는 방식이 국가별로 다양하고, 상이한 제도·문화적 특

성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에도 차이를 불러와 성과평가의 기준을 다

양화시켰기 때문이다(이광희, 2003).

그러나 기존의 지방정부 성과 연구는 신 공공관리론의 영향 아래 행정

서비스의 관점에서 주민만족도를 측정하거나, 지방정부의 사무분류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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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평가지표 개발에 치중한 연구, 지방정부의 자원 및 행정역량을

측정한 연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지방정부의 성과로 간주하고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라휘문·한표환, 1999; 박기관, 2001; 고명철, 2013; 이

재현, 2017). 따라서 실제 지방정부의 성과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평가지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성

과평가 영역에 지방정부의 활동과 지역사회의 잠재력이 혼재된 경우가

있다고 비판한다(이광희, 2003). 기존연구에서 측정하는 지방정부의 성과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정부의 성과를 지방정부의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연

구가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은 정부의 공공지출 또는 재정지출을 성과평

가의 지표로 간주한다. 예산을 정책 결정의 산물로 보는 시각에서는 기

능별로 세분된 예산 항목은 지방정부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장점을 가진다(Wildavsky, 1973; 2003). 그러나 공공지출을 지방정부의

최종 산출물이라고 볼 때 이것이 주민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의 성과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지방자치의 목적

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경제성과와 복지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하기도 한다

(이재현, 2017). 이 경우 예산의 세출 항목 중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만 따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한편 지방정부의 성과를 상대적 능률성으로 측정하는 연구도 있다. 상

대적 능률성(relative efficiency)은 일반적으로 투입대비 산출의 비율로

측정하는 능률성이 공공기관과 같이 복수의 자원 투입과 산출을 가지는

조직의 경우 능률성 측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상대적인 능

률성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Farrell, 1957). 이러한 연구들은 정부성

과 측정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주민만족도 지수가 정부성과의 궁극적인

평가도구가 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관적 성과지표인 고객만

족도를 보완하는 객관적 성과지표로서 상대적 능률성의 개념을 사용한

다. 주로 사용하는 산출지표는 민원업무처리 건수이다. 민원업무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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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에서도 주요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서비스 질

을 통해 정부 효과성을 측정하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부성과의 측정지

표로 확인되는 지방정부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분야이다(Treisman,

2006; Charron & Lapuente, 2010).

최창현(2013) 또한 행정의 능률성 산출변수로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 주민 1인당 지방세 징수액, 주민 천 명당 도서관 수, 주민 만 명당

복지시설 등을 측정했으며, 분석결과 주민 1인당 세출액이 높을수록 행

정의 능률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연(2017)은 행정 효율성

의 총량지수로 민원처리 건수, 정보공개율, 예산집행률, 지방세징수율, 지

역낙후도 지수 등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그밖에 선

행연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지방정부의 성과평가 대상은 재정관리,

행정적 측면, 도로관리, 쓰레기처리 등이 있다(이혜영, 2013).

지방정부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주민의 삶의 질 추구라는 실천적 측면

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이광희, 2003; 박충훈, 2009). 박충훈(2009)은

기존의 우리나라 성과평가지표가 ‘정부’의 성과 측정에 치중해 왔음을 비

판하며, 앞으로는 민본성과 지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한다. 주

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결과 및 산출지표 활용은 주민의 정부 정책

에 대한 지지와 수용성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성과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정부성과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궁극적 행정 가치는 무엇인지, 어

떤 성과지표를 사용하는지, 연구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정부성과는

다양하게 개념화될 수 있다.

더불어 정부가 공공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효과적으로 하는

지, 정책과정 전반에서 국민의 요구에 대응적인지 이 두 관점을 포괄하

여 정부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Putnam, 1993: 63;

Fukuyama, 2000; Rice, 2001: 377; Knack, 2002; Tavits, 2006: 211).

정부성과 측정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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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정부성과의 측정지표

측정

방식
연구자 정부성과 측정

통

합

적

Putnam, 1993

정책과정지표(내각의 안정성, 예산배정의 신속성, 통계서비스공

개), 정책공표지표(입법혁신, 개혁적 입법), 정책시행지표(보육시

설, 보건소, 산업정책, 농업, 보건지출, 도시개발, 관료대응성)을 

통합한 정부성과 지수
Rice & Sumberg, 

1997
정책혁신, 정책진보성, 행정의 효과성을 통합한 정부성과 지수

조수연, 2017
행정의 효율성(민원처리건수, 정보공개율, 예산집행율), 

주민생활만족도
오영민·신헌태, 

2017

예산 기능별 지출비중(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주민만족도

객

관

적

Wildavsky, 2003 예산항목별 지출

강황선·김미선, 

2009
연간 민원처리건수

이승종, 2000 사회보장비 비중

임승후·김병섭, 

2010
주민참여의 효과성(예산반영비율)

이순향·김상헌,2011 예산 기능별 지출비중

장석준, 2012
행정의 대응성(누적조례의 수), 행정의 효율성(재정자립도, 업무

추진비 절감노력도, 중기재정계획 반영 정도)

김두래, 2012
경제발전(1인당GDP), 환경보전(EPI지수), 

사회복지(Welfare regime점수)

최창현, 2013
행정의 능률성(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건수, 주민 1인당 지방세징

수액, 주민 천 명당 도서관수, 주민 만 명당 복지시설 수)
김태일·박상현, 

2013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권오영, 2015 정부업무평가백서의 평가서열척도

이재현, 2017 경제성과(지역내총생산GRDP), 복지성과(사회개발비 세출결산액)

주

관

적

Rice, 2001 정부제도, 정부대응성, 정부효과성에 대한 주민만족도

송건섭 외 2인, 

2005
행정서비스 질에 대한 주민만족도

이숙종·유희정, 

2010
정부성과 인식 주민설문 조사

임상규, 2011 정부성과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도

유민이 외 2인, 

2012
정부성과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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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성과의 영향요인

정부성과는 지방자치의 목표이기도 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직접적

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Boix & Posner(1998)는 어떤 정부가 다른 정부에 비해 안정적이고, 혁

신적이며, 잘 관리되는 이유는 선거에서의 경쟁, 제도설계, 정치적 다원

화, 관료의 역량, 사회경제적 현대성, 사회자본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

이라고 하며 정치 제도요인과 사회문화요인, 행정 내부요인 등을 정부성

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정부성과의 영향요인을 크게 조직 내부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으로 구

분하여 제시하기도 한다(임상규, 2011). 구체적으로 조직 내부적 차원에

서는 리더십, 전자정부 수준,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내부저

항 등의 행정역량을 강조하고 환경적 차원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의회의 역할, 시민참여, 정책 네트워크의 개방성 등을 제시한

다.

한편, 정부성과의 영향요인으로 행정 규모 요인과 정치적 요인 등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다. 조수연(2017)은 자치단체의 유형, 지역주민의 수,

관할구역의 면적, 해당 자치단체의 단체장 재임 연수 등을 지방정부 성

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성과의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정부성과의 영향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적으

로 정부성과는 정치·제도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행정역량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Putnam, 1993;

Knack, 2002; 장석준, 2002).

이하에서는 정부성과의 주요 영향요인들을 개별 요인별로 논의해보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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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제도적 요인

지방정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제도적 요인으로는 주로 단체

장 특성, 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권력분점형태, 지방의회의 정치성향, 지

방의회의원의 특성, 참여제도 등을 들 수 있다(Rice, 2001; Knack, 2002;

Tavits, 2006; 장석준, 2012; 이재현, 2017)..

먼저 지방자치단체장 특성 요인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논의하

는 정부성과의 영향요인이다. 왜냐하면, 여러 실증연구에서 지방정부의

혁신 주체로 단체장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으며, 권력 구조상 우리나라

의 지방정부는 단체장 우위의 기관 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종민, 2000; 최상한, 2010).

강윤호(2008)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어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기

이전과 이후로 기간을 나누어 GRDP와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출은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

견했다. 반면, 3선 제한으로 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단체장의 경

우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결과가 있다(서재

권·김태완, 2016).

이재현(2017)은 지방정부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치적 요인으로서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권력 구조를 지방정

부 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단체장과 지방의

회 간 권력분점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부성과로 측정되는 세출예산

중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의 지출 경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사회복지비 지출 노력을 비교한

연구는 지방의회의원이 단체장보다 사회복지비 지출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한다(김태일, 2001). 사회복지 정책은 특성상 한 지역구에

만 혜택이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직접적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경제개발정책이나 자원할당정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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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관심을 가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정당 간 경쟁이 심할 경우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은 감소

함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정명은·이종수, 2008). 지방의회의 정치 정향도

성과의 영향요인으로 고려된다. 진보정당이 우세한 지방의회의 경우 복

지 관련 예산이 증가하지만,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의 당적이 같은

단점적 정부인 경우 복지예산은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다(문수진·이종열,

2015).

이재현(2017)은 지방정부 성과의 영향요인으로 지방정치 요인을 강조

한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은 지역경제와 복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우위의 단점 정부 형태는 정부성과에 부정적 영

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내의 권력 집중도는 지역

경제 성과에 역 U자형의 비선형적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한편 지방의원의 전문성 또한 정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황아란·송광태, 2008; 하세헌, 2014). 지방의원 유급제의 도

입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우수인력의 의회 내 진입이 가능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정부성과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

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이재현, 2017).

2)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자본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간 관계에 기초한 신뢰(trust), 호혜성

의 규범(norms), 시민참여의 연결망(network)을 핵심요소로 한다

(Putnam, 1993; La Porta et al., 1997; Fukuyama, 2001; Newton, 2001).

사회자본과 정부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자본의 효과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다수의 선행 연구가 사회자본이 정부성과나 경제발

전, 민주주의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Putnam,

1993; Boix & Posner, 1998; Knack, 2002; 이희창·박희봉, 2005; 장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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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일찍이 Putnam(1993)은 더 신뢰하고(more trusted), 시민 중심적

(civic-minded)인 규범을 가진 이탈리아 북부, 중앙 지역의 지방정부가

덜 신뢰하고 시민 중심적이지 않은 남부 이탈리아 지역의 지방정부에 비

해 공공서비스가 더 효과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

한 바 있다.

Knack(2002)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사회자본이 정부성과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보았다. 사회자본은 이익집단보다 더 큰 범위의 시민에게

반응하는 정부를 만들어 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증진시키며, 정

치적 선호가 다원화된 곳에서 합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혁신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

할을 한다고 보았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개념을 종합적인 지표로 보는지, 아니면 여

러 지표로 구분하여 측정하는지에 따라 사회자본이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존재한다.

Putnam(1993)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을 종합적 지표로 측정

하여 사회자본이 민주적 정부의 반응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Knack & Keefer(1997)은 Putnam이 사회

자본의 요소로 측정하는 공식 집단의 회원은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거

나 신뢰와 관련이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장석준(2012) 또한 사회자

본의 구성요소인 연결망을 교량형, 결속형으로 유형화하여 정부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량형(bridging) 연결망은 행정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결속형(bonding) 연결망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고 분석했다. Rice(2001) 또한 일반화된 신뢰와 네트워크는 지방정부의

성과에 차별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연결망 유형이나 사회단체의 특

성 또한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무, 방향이 다를 수 있음

(Knack & Keefer, 1997)을 보여준다.

사회자본뿐 아니라 지방정부 성과를 단일지표로 구성하는지, 다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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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구성하는지에 따라서도 사회자본이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Tavit, 2006)

3) 사회경제적 요인

지방정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는 인구, 인구밀도,

고령화율,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정부의 도시화 수준, 지역경제 성장 등

이 있다. 특히 인구와 관련된 지표는 지방정부의 경제성과 혹은 복지지

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기존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소순창·

김종욱, 1999; 강윤호, 2002). 이승종(2001)은 개발수요가 큰 비 대도시와

비교하면 복지 수요가 큰 대도시에서 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음을 보여주며 지방정부의 유형에 따라 정책이 차별적으

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도시화 수준은 정부성

과를 경제성과와 복지성과로 유형화할 때 차별적 영향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Knack(2002)은 주민의 높은 소득수준은 정부의 효과적 정책 수

행에 필요한 자원의 공급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

다고 보았다.

지역의 경제성장 여부도 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4) 지방정부 규모 요인

지방정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방정부의 규모 요인

이 있다. 정부 규모에 관한 논의는 정부 규모가 작을수록 민주성과 효율

성이 제고된다는 주장(Tiebout, 1956; Bish & Ostrom, 1973)과 반대의

경우가 더 유리하다는 주장(Schneider, 1986), 민주성과 효율성은 동시에

달성하기 힘들어서 최적 균형을 찾는 적정규모의 정부를 찾아야 한다(김

순은, 2011)는 논의로 종합할 수 있다.

Newton(1982)은 지방정부의 규모와 정부성과와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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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Dahl & Tufte(1973)의 기능적 효과성과 민주성(functional

effectiveness and democracy)이라는 경쟁적 개념을 언급한다. Dahl &

Tufte(1973)는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를 논의할 때 체제역량(system

capacity)과 시민 효과성(citizen effectiveness)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데. 체제역량은 지역주민의 선호에 반응하는 지방정부의 능력을 의

미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시민 효과성은 지방정부의 책

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이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행정의 민주성

을 의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Dahl & Tufte, 1973: 110-117). 기능

적 효과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효율적일

수 있지만, 민주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Dahl,

1967)는 것이 요점이다. 그러나 Newton(1982)은 정부 규모가 커도 효과

적일 수 있으며, 민주성 또한 작은 정부보다 적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하

며 큰 정부 또한 민주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순은

(2013) 또한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규모와 정부성과와

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특별·광역시와 도 사이에는 특별·광

역시가 도보다 민주성과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별·광역시

와 자치구 사이에서는 민주성과 효율성의 수준이 혼합적으로 나타났다.

즉 특별·광역시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수준이 도나 자치구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며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고전적 통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Newton(1982)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정부 규모를 행정구역의 크기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정부 규모에 관한 다른 논의를 살펴보면 정부조직의 규모, 그중

에서도 행정부 규모에 초점을 둔 연구가 있다(윤영진, 2002, 문명재·주기

완, 2007). 지방정부의 행정부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정책과정에서 가용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 규모는

정부성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행정 규모와 지방정부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의 대부분은 정부 규모를

재정 규모, 인력 규모, 조직 규모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지방재정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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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방정부의 정책,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

용한다. 주로 정부의 재정 규모는 정부지출 규모 혹은 정부 예산 규모로

측정할 수 있는데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를 측정하는 연구에서는 자료 확

보의 용이성으로 인해 예산 규모로 측정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는 세입예산, 세출예산으로 파악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세출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에 있어 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총액에 해당하므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을 재정 규모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오영균, 2017). 그 밖에 인력 규모

는 지방정부의 공무원 수 또는 주민 1000명당 공무원 수로, 조직 규모는

행정기구의 수로 측정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정치·제도적 요인

으로서 주민참여제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제도는

정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변수 선정

의 어려움, 자료 획득의 한계 등으로 많은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

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하

이어진 제3절에서는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

로 논의해보도록 한다.



- 54 -

제 3절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정부 성과의 관계

1.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주민참여를 보는 관점에 대한 논의는 참여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고전

적 민주이론과 기본적으로 시민의 참여에 회의적 입장을 가진 수정적 민

주이론으로 발전해왔다(이승종, 2015: 84-85). 고전적 민주이론은 루소

(Rousseau)와 밀(Mill)과 같은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론가들을 중

심으로 시작되었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시민은 선거에 참여할 때만 권

력을 행사하는 제한적 존재에 불과하다. 시민은 일반의지를 행사하는 주

체적 존재로서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정부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중 정부(popular government)가 적합한 형태라고 주

장하였다. 이러한 참여에 대한 고전적 논의는 바버(Barber)로 이어져 현

대의 참여는 과소참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주시민은 정치공동체 아

래 다양한 참여제도를 통해 정부와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참여 민주주의

를 주창하였다.

반면 시민참여의 역기능을 부각하는 수정적 민주이론에 따르면 참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보았다. 즉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강조하며 시민의 무분별한 참여는 비용을 유발

하고 체제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보아 밋헬스(Michels)는 소수의 개념 있

는 엘리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달(Dahl) 또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하는 직접민주주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현실에서는 다두제적

형태에 의한 지배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은 선거를 통해서 통치권의 이

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며 대의 민주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참여에 대한 상반된 입장은 참여를 목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단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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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참여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고 그러므로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필요

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민참여의 목적은 참여의 공익 추구이고, 참여

는 공익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공익은 주민의 공공복리

또는 삶의 질이라 볼 수 있다.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정책과

정에서의 주민참여는 필요하고, 참여의 공식적 채널로서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여부 및 운영 중인 제도의 속성은 주민참여의 결과인 공공복리의

증진, 즉 정부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인-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도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 간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민은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대표를 선출하며, 대표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한다. 즉 주민과 지방정부의 대표(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는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 놓인다. 주인-대리인 이론은 기본적으로

주인인 시민과 대리인인 정부는 비대칭적 관계(asymmetric relationship)

임을 가정한다. 비대칭적 관계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민이 정부 관료를 적절하게 통제, 감시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들어 관료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한다. 즉 대리인인 지

방정부의 대표들은 주민의 이익 또는 상황을 대변하기보다 자신의 개인

적 이익 또는 정치적 입장을 우선시하는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책 결정을 담당할 지방정부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만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대의 민주주의적 참여는 엘리트 민주주의화

될 가능성이 크다. 김찬동·이정용(2014)은 대의민주주의의 엘리트 민주주

의화를 경계하며, 이러한 현상이 현재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주민 규모는 약

20만 명을 선회하며, 가장 작은 단위인 자치구의 기초지방의원도 주민 3

만 명당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대표가 주

민을 효과적으로 대리하기에 실질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평가한다. 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시민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지속적이고 공식적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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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주인-대리인 문

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감

독할 수 있는 장치의 역할을 하므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렇듯 시민성과 공공성을 내포한 주민참여제도는 실

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작용한다(김찬동·이정

용, 2014). 다시 말해, 정부 정책과정에서의 제도적 주민참여는 행정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행정관료에게 직무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여 결과적

으로 효과적인 정책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신제도주의적 관점은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 간 인과관계

규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앞서 2절에서 주민참여제도 도입의 영

향요인에서 신제도주의의 영향을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신제도주의는

독자적 개방체제인 제도, 제도가 만들어내는 제도의 결과를 강조한다

(Talbert & Zucker, 1999; Scott, 2005).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정부 활동의 결과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유형은 행위자의 특성

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다.

우선, 역사적 선택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참여제도와 정부성과 간 관

계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같은 정책이라 하더라

도 모든 지방정부에서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

조한다. 이것은 각 지방정부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유래한 상황적 특성에

기인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민참여제도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이

유라고 보았다. 즉 참여제도를 지방정부 별 성과 특성을 결정짓는 독립

변수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제도는 지속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 결과

한 지방정부의 역사발전은 일정한 경로를 가지게 되며, 새로운 투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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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때도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선택을 하게 되

는 경로 의존성이 나타난다. 이렇듯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 정책은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경로 의존성은 접근방식이 경제적인지 정치적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

다.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는 제도의 최적 상태, 균형을 강조하며, 제도의

효율성, 효용성을 제도에서 얻는 이익과 환류 과정에 따라 제도가 서서

히 변한다고 보았다. North(1994)는 제도를 인간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규율하는 게임의 규칙으로 보며, 제도의 효용성을 강조한다. 주민참여제

도가 게임의 규칙이라면 지방정부와 주민은 행위자인 것이다.

한편, 정치적 관점에서 제도는 초기에 형성된 구조화된 틀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역사적 지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즉 규칙에서 이탈하거

나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제도에 적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Pierson(2000)

은 역사적 과정에서 발견되는 권력, 규범, 관습 등이 경로 의존성을 더

심화시킨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제도는 변화에 저항적이며, 행

위자는 규칙에서 이탈하거나 제도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제도에 적응하

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고자 한다. 결국, 제도는 초기에 형성된 구조화

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

도하지 않은 제도의 지속이라는 결과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행태와 이익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제도는 그런 목적을 가진 개

인과 집단행동의 합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

인은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제도를 만든다. 즉, 제도를 개인의 효율성

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적 행동과 계산에 기초한 고도의 전략적 행동으

로 보기 때문에 현실에서 비효율적인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요약하면,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며, 제도를

독립변수로 보아 정책 현상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인과관계적 분석

을 강조한다. 신제도주의에서 주민참여제도는 행위자 간 상호작용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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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때 서로에 대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대라는 신뢰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갈등의 증대와 같은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한편으론 집

단 내 구성원 간 협력의 정도를 높여 무임승차문제를 완화하고, 축적된

사회신뢰는 사회자본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개입

하여 영향력을 미치기 위함에 있다. 그러므로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

를 논의하는 데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는 주민참여제도의 속성을 유형화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

다. Burns et al(1994)과 Hirshman(1970)은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 권한을 가지는지에 따라 시민이 공공서비스에 대응하는 기

제(loyalty, exit, voice)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정부 관료와 시민의

관계는 크게 수혜자 관점(recipient), 고객 관점(customer), 소비자 관점

(consumer), 시민 관점(citizen)으로 분류할 수 있다(Burns et al., 1994).

수혜자 및 고객 관점에서는 결정 권한이 주로 관료에게 집중된다.

이 두 관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료는 중립적 입장

에서 공익을 우선할 것이라고 가정하며, 시민은 관료의 판단을 수용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따라서 시민은 정부로부터 이탈(exit)하거나 비판의 목

소리(voice)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은 정부에 애착(loyalty)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 관점은 앞의 두 관점에 비해서는 시민의 권한이

강화된 상태이다. 시민은 소비자 관점에서 자신이 공공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비스에 불만족할 경우 정부로부터 이탈(exit)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다양한 경쟁자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작다.

마지막으로 시민적 관점은 시민을 공공서비스의 수혜자, 고객, 소비자가

아닌 주체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 존재로 가정

한다. 따라서 시민은 공공서비스의 공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voice),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정리하면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는 앞서 논의한 주민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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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를 반영한 속성을 바탕으로 유형화하여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지금까지의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에 관한 기존연구를 분석하면 다

음과 같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여부가 지방정부의 성과에 영향을 주었는

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대표적으로 많이 연구된 분야는 정보공개청구

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온라인 주민참여, 주민자치회 등 제도의 도입이

조례 또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제도 운영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긴

참여제도들에 관한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

기 위해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98년부터 본격 시행된 주민참여제도로서는 2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제도이다. 이승종(1995)은 청주시를 사례로 공무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은 시민의 참여 확대와 동시에 행

정의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김승태(2010)는

정보공개제도의 시행 후 정보공개제도 운영행태와 관련하여 객관적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정광호 외 2인(2008)은 정

보공개제도가 항생제 처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항생제 처방률

의 공개 이후 개인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

를 제시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

후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에서 주민의 참여

가 의무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행

의 역사가 짧지만 정부재정에서의 민주성, 투명성, 효과성, 건전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의 배분 및 지출과 연계하여 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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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성과 관련하여, 안성민·최윤주(2009)는 주민

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주민이 구청의 재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공동

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정부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전주상(2008) 역시 사례분석

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한 지방정부의 주민의견 반영예산이 증가

했다고 분석했다. 이수구·박영강(2015)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화 수준

이 높을수록 주민예산의 신청 건수와 예산편성반영비율이 증가했음을 내

용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재정의 효율성, 효과성과 관련한 연구도 상당

하다(Neshkova & Guo, 2011; 나중식, 2005; 이순향·김상헌, 2011; 권오

성, 2015). 이러한 연구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이 정부 예산의 낭비

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는 형식적 주민참여에서

나아가 지방자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한 최소단위의 주민자치조

직이다. 주민자치회는 아직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범운영 중이거나 본격

적으로 도입한 지방정부도 운영한 기간이 짧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의

성과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민자

치회를 시범 실시한 자치단체의 성과보고, 발전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김순은, 2014; 김필두, 2014; 김찬동, 2015; 이병렬·

이종수, 2015; 정지훈, 2016).

이러한 연구들은 발전하여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여부가 정부성과에 미

치는 영향뿐 아니라 특정 주민참여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속성이 정

부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윤성일·임동완,

2016; 오영민·신헌태, 2017; 유수동·전성훈, 2017). 그러므로 하나의 주민

참여제도가 가지는 속성과 실제 정책과정에서 운영되는 절차의 어떤 특

성,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법제화되거나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이 참여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둘째, 연구방법론에서도 경향성이 발견된다. 초기의 주민참여제도 효과

에 관한 연구들은 축적된 자료의 부족으로 주로 제도를 담당하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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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 등의 주관적 인식, 만족도 정도를 측정하는 설

문 조사의 분석결과를 사용하거나, 심층 인터뷰 등의 사례분석, 국가 또

는 지방정부 간 비교연구를 시행한 연구가 많다(이승종, 1995; 나중식,

2005; 전주상, 2008; 안성민·최윤주, 2009; 김찬동, 2015; 최영훈, 2013; 권

오성, 2015). 제도의 도입 여부만으로 지방정부 간 성과를 비교하기도 하

고, 같은 참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활성화 여부에

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지방정부의 특성, 행정 외부환경적 요인, 참

여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식의 차이 등의 요인을 들어 비교·분석하는 연구

가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연구의 경우는 주로 사례분석을 활용하거나,

주민참여제도의 숙의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이자성(2004)은 한국과

일본 간의 정보공개제도를 정부의 책무성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면서 정

보공개제도의 운영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정부신뢰 및 행정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점점 참여제도 시행의 경

험이 축적됨에 따라 주민참여제도가 실제 정부 예산상의 변화를 가져왔

는지를 분석하게 되며 분석의 단위도 개별 지방정부가 아닌 광역 혹은

기초단위의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 배분의 변화, 예산지출 흐름

의 경향성, 재정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주민참여제도

의 효과 여부를 설명하고자 한다(Franklin & Edbon, 2009; Neshkova &

Guo, 2011; Guo & Neshkova, 2013; 이순향·김상헌, 2011; 조익희, 2013;

윤성일·임동완, 2016; 오영민·신헌태, 2017).

셋째, 주민참여제도의 시행과 운영의 활성화 자체가 정부성과의 변수

로 측정되는 연구이다.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 행정서비스품질 평가제,

민원행정 개선 설문 조사 등의 주민참여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위의

제도들은 서비스를 경험한 주민의 주관적 인식을 수집하는 설문 조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주민만족도,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태도, 총체적인 서비스 만족도 등 정부성과의 결

과변수로 제1절의 정부성과의 측정 및 정부성과의 영향요인에서 논의한

정부성과 관련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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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필요성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각각의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효과성 또는 지방정부의 특정 부문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

석하거나,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사례로 참여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 특정

참여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정부 간 비교연구, 참여제도의 활성화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분석대상의 한계이다.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정부 성과 간 관계를

분석한 대다수 연구는 하나의 지방정부(광역 혹은 기초)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 제도가 미치는 효과 혹은 특정 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

방정부 간 비교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지방정부 전체를 분석

단위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광역 또는 기초 지방정부 전체를 대

상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몇

몇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주민참여제도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초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

참여제도의 총체적 수준이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해보

고자 한다. 특히 지방정부 전체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하나의 지방정부

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의 변화가

과연 지방정부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둘째, 적용이론의 한계이다. 개별 주민참여제도가 아닌 총체적 수준에

서의 주민참여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주민

참여제도의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각각이 주민참여제도

가 도입되어 활성화되는 과정, 정부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과

정 등을 설명하고 있지만, 상호연관성 있는 참여제도의 효과를 전체적으

로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다. 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폐지되지 않는 지속

성을 가지고, 사회적 정당성의 수단으로 제도의 도입 및 동형화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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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는 신제도주의적 특성은 제도들의 집합이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

능성 또한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행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연구변수 측정에서의 한계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개별 주민

참여제도를 제도의 도입 또는 참여제도에 대한 제도화 수준, 예를 들어

조례의 제정 전후, 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렇듯 기존연구는 특정 주민참

여제도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에서 제도화하여 시

행 중인 참여제도 전반에 대해 측정하거나, 참여제도를 유형화하여 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부 존재하지만(강인성·조석주, 2006; 강인성, 2008; 정영은, 2012; 정영

은·장용석, 2013), 다양한 종류의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종합적 수준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

므로 정부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서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정부의 성과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들은 정책과정 내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고 볼 수 있다. 주민자치회 혹은 마을의 반상

회에서 나온 안건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주민참여제도들은 어떻게 보면 역할이 중첩

적이거나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중첩적이거

나 상호보완적 성격의 주민참여제도가 많이 도입되어 운영될수록 지방정

부의 성과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참여제도를 많이 도입할수록 정부성과 제고에 긍정적이라면 앞으로

도 지방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많이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겠지만,

더 많은 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정부성과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정부성과 제고를 위한 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은 어느 정도

여야 하며, 또한 어떤 속성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정부성과 제고에 긍

정적으로 유의미할지 지방정부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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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가 대응성 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여 시민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는 것처럼(Richardson, 1983), 다양한 주민

참여제도가 지방정부에서 시행될수록 정책과정에 미치는 주민의 영향력

또한 커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지방

정부의 전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성과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또한 정부성과를 제한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정부성과는 일반적으로 시민의 정부성과 혹은 공공서비

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연구가 많다. 객관적 정부성과의 경

우는 행정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설

문 조사를 통해 획득한 서비스 만족도, 정책만족도, 주민만족도와 같은

정부성과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측정의 경우 이것이 실제 정부의 성과로

대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정부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연구 또한 정부성과를 정부의 질 혹은

정부역량과 혼동하여 사용하거나, 정부성과의 특정 부분만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성과의 제한적 측정이 정부성과 전반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만약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성과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되었다면, 참여제도가 해당 연구에서

측정한 정부성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다른 형태의 지방정부 성과에 영

향을 주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참여로

인해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의 선정이 필

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성과를 객관적 거시지표로 구

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성과를 다양하게 측정하여 기존 연

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넷째. 분석방법론상의 한계이다. 기존의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에 관

한 연구는 규범적 연구, 사례연구, 단년도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

분석한 연구, 개별 주민참여제도의 효과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대부분이

다. 지방정부는 영속적이고 주민참여제도 또한 시행이 지속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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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왔다고 가정할 때,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주민참여제도의 효과성

분석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 지방정부 수준뿐

만 아니라 개별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참여제도에 따라 정부성과에 미치

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다 정교한 분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고정효과 패널 분석은 시계열 과정에

서 발생하는 추정오차와 지역별 단위의 자료에서 발생 가능한 추정오차

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altagi, B. H., & Kao, C., 2001).

종합하면, 본 연구는 단일 차원에서 정부성과를 측정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정부성과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 개별 참여제도의 특정 부문의

효과성 또는 참여제도의 자치단체 간 비교·사례연구에 치중했던 선행연

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 기초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정

부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민참여제도의 총체적 수준을 주요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정부의 도입 결단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주민참여제도가 정부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면 주민참여

를 제도화하여 보장하는 지방정부에게 제도 운영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

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 입장에서 주민참여의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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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1. 연구문제의 제기

앞서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서술

한 바와 같이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구현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정책과정에서 주

민참여를 보장해 주는 수단으로써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정부의 성과에 유

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정책과정에서 활용되는 주민참여제도는 그 수가 증가할수

록 지방정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는 주민

참여의 수단이 증가하고 활성화될수록, 주민참여가 제도화될수록 지방정

부의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참여제

도가 지방정부의 외부환경적 요인, 지방정부 내부의 필요성 등에 의해

지속해서 도입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주민참여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가 주민참여의 활성화 또는 지방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향상시

켰다는 많은 선행연구가 이를 설명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목적 또는 요

인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의도적으로 도입한 주민참여제도들의 양적 수준

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민주성 향상에 어떤 효과를 가졌는지 검증이 필요

할 것이다.

둘째, 그렇다면 도입된 주민참여제도 중에서 어떤 제도가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제도일까? 사실 주민참여제도의 운영

은 비용이 수반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민주성 향상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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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속성을 가진 주민참여제

도가 도입되어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주민참여제도는 여러 제도가 일괄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는 것

이 아니라 개별 지방정부의 필요에 따라 도입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주

민참여제도들이 도입되는 시기, 어떤 제도가 도입되었는지 등이 상이하

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에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의 전체적 수준이 어느 정도에 도달해야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주목한다. 지방

정부의 민주적 성과는 대응성, 형평성, 투명성 등 정부성과 측정에서 민

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활동은 주민을 위해야

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제도는 증가할수록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속성을 가진 주

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

가? 만약 주민참여제도 운영의 증가가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민참여

제도의 적정 수준은 확인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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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의 설정

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과 지방정부의 성과에 관한 가설

현대의 민주주의 정부는 법과 규범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한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정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지만 대개 개인적, 구조적, 환경적 요

소의 3가지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Kimberly & Evanisko, 1981). 그중

에서도 구조적 요인에 해당하는 제도는 정부성과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

이다. 제도는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에 대해 안정적이고 예

측 가능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위자들과의 협

력성 증진 및 거래비용 감소와 같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제도는

유인구조를 바꾸어 조직 구성원들이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

득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극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바람

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더불어 제도는 자율성을 가진 실

제이며 개인의 행위를 형성함과 동시에 제약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요약하면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제도는 동태적 개념이며, 제도의 틀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정책 현상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인과관계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참여를 담

는 수단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제도라는 구조적 요인의 한 요소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참여를 위한 도구의 역할과 정부성

과의 제도적 영향요인이라는 복합적 성격을 가진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또는 운영은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 대부분에서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는 ‘주민

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혹은 ‘정부의 대응성이 향상되었다’와 같이

주민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결과가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하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청렴도에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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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주민참여제도가 정부의 대응성 또는 서비스의 질

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및 운영이 지방정부의 예산

성과 또는 배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연구 등 개별 주민참여제

도의 효과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와의 논의는 개별적 수준의 주민참

여제도와 특정 정부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규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

히 개별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또는 운영행태가 정부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는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주민

참여제도를 집합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연구는 대부분이 주민참여제도 도

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그치고 있다.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은 자

연스러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필요 또는 특정

영향요인에 의한 의도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

도입되어 운영 중인 주민참여제도의 전체적 수준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도입된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경로 의존성 때문에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현

재의 정책 선택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및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도의 경로 의존성과 지속성

은 주민참여제도가 한번 도입되면 쉽게 폐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축적

된 제도의 수준이 정부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가정

하게 한다. 한편, 주민참여제도는 독립적으로 정부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도 하지만, 하나의 참여제도가 아닌 다양한 참여제도가 정부 정책과정에

서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예

컨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정책이 추진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과정을 거친다. 개발정책의

형성과정에서는 공청회가 이루어지며, 정책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며, 개발이 진행됨에 따

라 사용한 예산의 내역 등이 공개된다. 개발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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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고, 사안

에 따라서는 옴부즈만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즉 하나의 정책에 다

수의 주민참여제도가 복합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즉 얼마나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제도가 운영되

고 있는지에 따라 정책의 성과, 즉 정부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제도적 요인은 정부성과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한편, 정부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

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이 더 민주적이고 분절화됨을 의미한다. 이런 관

점에서 통합된 정부 형태와 분절된 정부 형태라는 정치 제도적 요인이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기존연구들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이 통합적이고 위계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다수의 위원회 결정을 거

쳐 분절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통합된 구조의 지방정부가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향상하고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개선할 것이라는 연구(Anderson, 1925),

분절된 정부 형태가 공공서비스에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이며(Rodrigez,

1999) 같은 의미에서 시민이 참여할 때 정부성과가 향상되었다는

Neshkova & Guo(2011)의 연구는 정치·제도적 요인이 정부성과에 상반

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운영 중인 전체 주민참여제도에 따른 효

과를 종합적 측면에서도 검증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의 도입은 정부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통로가 다원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절적 의사결정과정의 물질적·비물질적 비용증가와 같은 측면에

서는 정부성과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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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투명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대응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과 지방정부의 성과에 관한 가설

한편, 주민참여제도의 운영을 위한 회의 개최 수, 위원의 참석률 등의

양적 수준의 증가가 지방정부의 부패감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김애진(2017)의 연구는 주민참여제도 운영의 양적 수준의 증가만

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증진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패

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도의 질

적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주민의 실질

적 참여 예컨대, 보다 많은 주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에서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제도의 속성에 따라서도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이다. 단지 제도의 양이 증가하면서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제도들이 상

호작용하여 정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속성을 가진

제도가 더 많아야 정부성과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또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는 인터넷 주민참여 게시판, 자문위원회 등의 운영이 증가하는 것이 아

니라 옴부즈만제도, 시민감사관제도 등의 투명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

도 운영의 비중이 증가해야 정부의 투명성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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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민주성 향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이다.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폭넓은 참여가

가능한 제도의 도입이 증가해야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인 주민자치의 실현

과 주민 복리의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차원을 의미한다. 즉, 주민참여제도의 질

적 수준이 어떠한지, 주민참여제도가 숙의민주주의적 방식을 결합한 실

질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인지(오수길·유일환, 2018)를 판단하는

것이다. 어떤 질적 속성을 가진 주민참여제도가 정책과정에 관여하여야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개별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이 정부성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한 기존연구는 집합적 수준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고 제도의 질적 수준이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자 하는 본 연구의 측정지표 구성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반

영할 수 있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것이

다. 왜냐하면, 참여제도의 제도화 수준 및 질적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는 제도의 시행 기간이 일정 시간 경과해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먼저 주민참여제도의 제도화 수준이 정부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는 연구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정 및 결과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면서 제도적 요인으로 조례의 제도화 수준이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 연구(정형기·이재완, 2018), 참여예산의 반영비

율이 높을수록, 예산위원회의 개최 수가 많을수록 지방보조금이 증가했

다는 연구(김애진, 2017)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제도화 수준이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연구도 존재한다. 참여제도의 도입, 실질적으로 운영

한 위원회 개최 횟수, 위원의 참석률 등 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

는 데 필요한 제도적 조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강황묵·남창욱, 2018), 조례채택 여부 및



- 73 -

예산반영비율 등이 지방정부의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권혁준, 2013)도 있다.

본 연구는 미시적 수준에서 개별 주민참여제도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도입한 주민참여제도에 따라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한지를 종합적 수준에서 확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주민참여제도 각각의 속성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다는 한

계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각의 주민참여제도가 가진 목적에 따라

참여제도를 얼마나 개방성을 띤 제도인지, 얼마나 정부와 상호작용이 가

능하고 주민에게 권한이 주어질 수 있는 제도인지로는 유형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정부 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투명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대응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 지방정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참여제도 적정 수준의 탐색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에 관한 기존연구 결과는 참여제도의 도입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성과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방

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명은·장용석(2013)은 주

민참여제도의 도입 여부와 참여제도의 효과 간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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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제시하면서 주민의 참여수준 또는 정책반영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제도라 해서 지방정부가 반드시 도입하는 것도 아니며, 다수의 지방

정부가 도입한 주민참여제도라 해서 제도의 효과를 보장하는 것을 아니

라고 분석한다. 즉 주민참여제도의 도입과 참여제도의 효과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주민참여제도의 형식적 도입과 운영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바로 참여제도의 효과가 가시

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참여제도가 정부의 정책과정에 관

여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해지고, 비효율적 비용의 증가 가능성도

크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주민들은 시민성을

함양할 기회를 얻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비효율이 발생하여 정부성과

에 일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즉, 지방정부

의 민주적 성과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주

민참여제도의 작용은 참여제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정부성과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제도 도입

이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정부의 성과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면, 축적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들이 어떤 적정 수준에 이르러야

참여제도의 운영이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근거로 주민참여제도 수준의 증가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때, 주민참여제도의

수준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이 필

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통해 하나의 지방정부 내

에서 주민참여제도 전체적 수준의 변화로 인해 정부의 민주적 성과가 긍

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평균적으로 정부성과가 향상되거나 하

락하는 지점에서의 참여제도의 총량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

참여제도의 총량적 수준의 증가가 정부성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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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참여제도가 많아질수록 정부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일차

적 결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부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주민참여제도의 총량적 수준

의 증가가 정부성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

에서 정부성과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극대화되었는지 확인해봄으로써 정

부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주민참여제도의 총량적 적정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가설 3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

제도의 적정 수준이 존재할 것이다. 

<가설 3-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비선형적 관

계에 있을 것이다. 

<가설 3-2>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비선형적 관

계에 있을 것이다. 

<가설 3-3>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대응성과 비선형적 관

계에 있을 것이다. 

<가설 3-4>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대응성과 비선형적 관

계에 있을 것이다. 

<가설 3-5>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효과성과 비선형적 관

계에 있을 것이다. 

<가설 3-6>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효과성과 비선형적 관

계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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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론: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간 논리적 관계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라는 제도적 요인이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제도의

효과는 참여제도가 정부성과에 주는 직접적 효과와 더불어 기존연구에서

규범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참여제도로 인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로 인한

결과가 정부성과와의 관계에서 매개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

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수단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주민참여의 제도적 수단을 통해 정책

과정에서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연

구의 제1절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 또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민참여제도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주민

참여로 인한 결과가 지방정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주민참여

제도와 주민참여와의 관계는 시민사회 관점과 지방정부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우선 시민사회 관점에서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제도라

는 참여의 장 내에서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고(Boix & Posner, 1998;

Knack, 2002; 박희봉·김명환, 2001; 김찬동·이정용, 2014), 참여 과정을

통해 사회신뢰 및 정부신뢰를 구축한다고 보았다(Kweit & Kweit, 1984;

Brewer, 2003; 박희봉·이영란, 2014; 이희창, 2016). 즉 주민참여제도라는

기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참여제도 내에서 숙의가 발생하며 이는 신

뢰를 형성하여 협력적이고 참여적 거버넌스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이숙

종, 2006).

지방정부 관점은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의지가

주민참여와 신뢰라는 요인의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라

고 보았다. 이러한 정부 중심적 시각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중재

하는 수단으로서 정부가 도입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다양한 정치·제도적 수단을 통해 주민들은 협력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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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신뢰가 축적되며, 축적된 신뢰는 사회자본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정부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민참여제도 및 주민참여의 수단이 신뢰(일반신뢰 및 사회신뢰 혹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및 다양하게 측정된 신뢰가 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수많은 연구(Almond & Verba,

1963; Putnam, 1993; Boix &Posner, 1998; Erickson & Tedin, 2001;

Brewer, 2003; Van & Bekkers, 2015)는 본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주민

참여제도와 정부성과가 유의미한 인과관계에 있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주민참여제도가 형식적으

로 운영되는지 혹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윤태섭·배정아, 2016; 이지문·권

자경, 2015; 강황묵·남창욱, 2018; 정형기·이재완, 2018).

이를 논리모형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정부 성과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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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분석 틀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 민주적 성과에 미치는 독립적 영

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는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로 행정의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을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주민참여제도의 양

적 및 질적 시행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정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치요인, 사

회경제요인, 사회문화요인, 행정 규모 요인으로 유형화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틀은 다음의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본 연구의 분석 틀

4. 분석모형 및 자료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정효과 패널 분석(panel analysis)을 활용하고자 한다. 패널 분석

은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으므로 순수한 횡단면

이나 시계열 자료에서 포착하기 힘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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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시계열 분석이나 횡단면 분석에서는 불가능한 개별특성효과

(individual effect)와 시간 특성효과(time effect)와 같은 개별적 특이성

(individual heterogeneity)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

므로 패널데이터는 횡단면 또는 시계열 자료보다 현실을 보다 적합하게

분석할 수 있다(Baltagi, B. H., & Kao, C., 2001:5-9). 특히 패널모형은

연구의 종속변수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독립변수에 포함되지

않은 누락된 변수(omitted variable)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정부성과의 영향요인으로 고려한 정치 제도적, 사회경제

적, 사회문화적, 행정 규모 적 요인 이외에도 정부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큰 누락된 변수의 편이를 제거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제도

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틀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it = β0 + β1 (주민참여제도

의 양적수준)it + β2 (주민참여제도의 질적수준)it + β3 (정치요인)it + β4 (사회경

제요인)it + β5 (사회문화요인)it + β6(행정규모요인)it + ui + εit 

                                                            (i=기초 지방정부의 수, t=연도)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적정 수준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방정식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it = β0 + β1 (주민참여제도

의 양적수준) + β2 (주민참여제도의 양적수준)it2 + β3 (주민참여제도의 질적수

준)it +  β4 (정치요인)it + β5 (사회경제요인)it + β6 (사회문화요인)it + β7 (행정

규모요인)it + ui + εit  
(i=기초 지방정부의 수, t=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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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it = β0 + β1(주민참여제도

의 양적수준) + β2(주민참여제도의 질적수준)it + β3(주민참여제도의 질적수준)it2 

+ β4(정치요인)it + β5(사회경제요인)it + β6(사회문화요인)it + β7(행정규모요인)it 

+ ui + εit  

(i=기초 지방정부의 수, t=연도)

제 2 절 변수의 선정과 측정

1. 종속변수 –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이다. 다수의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제정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제 1조에

주민참여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주민참여란 “정책의 의사 형성에서부

터 집행ㆍ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방정부와 주민이 협

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주

민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와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성과를 제고하고 최종적으로 주민

의 공공복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이를 달성하기 위

해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을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지방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제도가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참여제도의 도입과 운영으로 인해 정부의 민주적 성과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는

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정부성과의 평가지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과평가의 핵심요소

는 산출 및 결과 단계의 성과이다. 산출단계의 성과는 완성된 재화 및

서비스의 양이다. 그리고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정보는 해당 정책의 목표

달성을 향한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행동 또는 태도의 변화와 관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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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박충훈, 2009).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의 효과를 측정하는 정부

성과 변수로 행정의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을 설정하였다. 행정의 투명

성은 정부 정책 결정의 전 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을 얼마나 공개하는지

의 정도이며, 정책과정에서 절차 및 정책 결정의 기준이 얼마나 명확한

지를 의미한다(OECD, 2002). 국제투명성기구(TI)는 정부의 구성, 정책의

형성 및 집행, 행정기관과 주민의 관계에서의 행정의 투명성이 국가발전

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투명성은 행정개혁 차원에서

논의되는데 정부부패(특히 공직부패)방지, 행정정보의 공개, 행정절차에

서 민주주의 보장 등의 차원에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송

희준, 2002).

한편, 행정의 대응성에 관한 관심은 행정의 민주성에 관한 관심과 일

맥상통하는 개념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적절히 만족시키는 것

을 목표로 하며, 행정의 대응성 향상은 정부 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제도적 참여는 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민의 의도적 노력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주민의 정책과정에서의 관여는 정부

의 행위를 주민의 요구에 근접시키고자 하는 목적인 행정의 대응성 향상

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윤주명(2001) 및

Rosener(1975)는 주민참여제도가 정보의 교환 차원, 주민의 지지 획득과

반대 최소화 차원,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의 차원, 의사결정 참여의 차원,

결정의 다양화 차원에서 행정의 대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보았다.

효과성은 본래 의도했던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나 수준을 의미하는데

(유미년 외, 2008), 특정 정책 및 프로그램, 조직, 제도 등의 단위에서 성

과 측정의 변수로 많이 사용되며, 분야별로 구체적 정의는 차이가 있지

만 대체로 목표의 달성 정도나 수준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효과성은 정치적 권위, 기관의 자율성, 행정문화 및 제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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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 등이 뒷받침될 때 향상될 수 있다(Rainey & Steinbauer, 1999). 다

시 말해 정부의 효과성은 조직 내부적 차원뿐 아니라 외부차원까지 포괄

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및 운영은 지방정부

의 효과성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지방정부 성과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과정에서의

행정의 투명성, 행정의 대응성, 행정의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측정지표 선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성과의 투명성은 지방정부의 종합청렴도 지수로 측정하였다.

청렴도는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

리한 정도를 의미한다. 청렴도 측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에 근거해 매년 실시

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측정 대상기관은 612개 기관이다. 측정 대상기

관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직 유관단체(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Ⅳ유형, Ⅴ유형, 연구원, 지방공기

업 등)가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를 가중합산한 설문 조사결과에 부패사건의 발생 현황 및 신뢰도 저

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5). 기초지방자

치단체는 정책고객평가를 제외한 외부 및 내부청렴도, 종합청렴도 자료

를 공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 기초 지방정부가 연구대상이기 때문에 2018년 기준 종

합청렴도 지수는 외부청렴도(0.763)와 내부청렴도(0.237)를 가중합산한

값으로 측정된다. 구체적으로 외부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내부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조사가 시작

5) 정책고객평가는 중앙, 광역, 교육청,Ⅰ유형, Ⅱ유형 공직 유관단체에 한해 적

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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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청렴도 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2>

와 같다6).

<그림 3-3> 연도별 청렴도 추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보도자료

본 연구가 청렴도를 정부성과 측정의 주요 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정부성과의 측정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런데도 지방정부의 목표라

할 수 있는 공공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이 정부

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

에서 청렴도지수는 정부 기관과 상호작용한 국민이 정부 기관의 업무처

리에 대한 평가를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주

관적 만족도를 대체할 수 있는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주민참여제도의 목적은 행정의 투명성 향상이다. 그렇다면 주민

참여가 지방정부의 부패를 감소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

6) 2018년부터는 청렴도 결과제공이 기관별 개별 점수제공에서 등급발표방식으

로 바뀌었다. 그동안 기관점수가 발표되어 순위 위주의 보도가 양산되고 기관

간 지나친 경쟁 유발로 인해 우수사례 등이 공유되는 것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

이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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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의 문제이다. 이지문·권자경(2015)는 지방자치는 지역 문제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

에서 주민참여제도는 정부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방지 및

감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주민은 참여하고, 주민의 참여가 지속성을 가지도록 조직, 시스템,

법률 등의 방식으로 참여제도의 제도화가 이루어진다(김찬동·이정용,

2014). 다시 말해 주민참여는 지방정부 부패를 사전적으로 방지한다는

모니터링 측면과 사후적 발견 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통제수단으로 작용한다. 반면 지방정부의 부패는

주민참여만으로 한계가 있으며(유종해, 1992), 오히려 주민참여가 엘리트

화, 이익집단화될 경우 부패가 참여에 가려질 위험성 또한 존재하기 때

문에(이지문·권자경, 2015)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정부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셋째, 주민참여제도 개개의 속성을 따져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주민참여제도들은 정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

고, 참여 과정의 투명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다.

<그림 3-4>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포함되는 요소를 도식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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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7)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보도자료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정부성과의 대응성은 전체 민원처리건수 대비

고충 민원 및 기타민원의 비중, 공무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 건수로 측

7) 본 연구는 기초 지방정부가 연구대상이며 2018년 기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 지수는 외부청렴도(0.763)와 내부청렴도(0.237)를 가중합산한 값으로

측정되었으며 정책고객평가 항목은 종합청렴도 측정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측정모형은 일반적인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지표 구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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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부성과의 대응성은 주민 요구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반응(Thomas & Palfrey, 1996)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인 행정서비스 만족도로 측정하는

것이 대응성 개념에 더욱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 ‘사회조사’ 통계자료의 설문내용이 시·군·구 단위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행정의 대응성 측정 변수로 ‘공무원 1

인당 민원처리 건수’와 ‘전체 민원처리 건수 대비 고충 민원 및 기타민원

(제도개선 및 건의, 질의, 진정에 대한 것)의 합의 비중을 1에서 뺀 값’으

로 설정하였다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건의

민원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의미하며, 질의 민

원은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을 뜻한다. 그러므로 전체 민원처리 건수 대비 고충 민원

및 기타민원의 비중이 클수록 행정의 대응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과 정부의 상호

작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

라면 고충 및 기타민원과 관련된 내용 일부는 주민참여제도 내의 정부와

8)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고

충 민원에 대한 특정년도 자료 미상으로 인해 행정의 대응성을 고충 민원의 처

리비율로 측정할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정부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패널 분석의 경우 결측치가 발생한 변수의 모든 관

측치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고충 민원과 기타민원의 처

리 건수의 합계의 비율이 전체 민원처리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행정의

대응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참여제도의 정부성과에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질의 민원의 경우 주민참여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충 민원과 함께 분석에 투입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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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상호작용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것은 행정의 대

응성과 연관성이 있는 변수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행정의 대응성으로 공

무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 건수를 측정하였다.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증가할수록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이 과다해지므로 결과적으로

행정의 대응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고충 민원 및 기타

민원, 공무원 1인당 전체민원처리 건수 통계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

에서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성과의 효과성은 사회복지예산의 비중과 주민의 삶의

질9)로 측정하였다.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효과성 개념은 다양하게 측

정될 수 있지만, 정부 효과성의 주된 초점은 정부가 좋은 정책을 수립하

고 집행하며,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에 놓여있

을 것이다(Rainey & Steinbauer, 1999; 김다은, 2017).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정부 독자적으로 얻은 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얻은 성과, 중앙

정부가 개입해 얻은 성과 등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로 인

해 기존연구에서 지방정부 성과의 효과성은 대부분 재정성과, 예컨대 재

정자립도나 세출 결산액 등으로 측정하기도 한다(Rice, 2001).

주민참여제도는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관여한다. 정부 정책과정이란 공

공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활동을 의미하므로 정부

성과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사회복지예산의 비중과 주민의 삶의

질 지수는 본 연구에서 정부성과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성과의 과정지표

이자 결과지표로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특히 공공지출에 대한 분석은 정책 결정의 산물로 간주할 수 있으

므로 정부 예산에 대한 분석은 정부성과 분석에 유용한 계량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Danziger, 1978).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의 변화는 주민만족도를 대신하여 행정의 효과성을 측

정하는 대리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대로 지방정부의 효

과성은 공공서비스 및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주민에게 제공되었는가

9)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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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는데, 이는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삶

의 질 제고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으로

측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지출의 증대는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지

만 반대로 복지 수준의 향상이 사회적으로 생산적 기능을 발휘해 경제성

장을 이끌 수도 있다. 또한, 최근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나타난 저

출산,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는 복지 수요의 증대를 야기하였으며,

대응성 있는 복지서비스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곧 지방정부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하게 되는 이유가 되며, 전체 예산에서 사회

복지예산 비중의 변화는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공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과 더불어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안정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OECD; 최지혜·김일태, 2014).

OECD는 사회정책을 촉진하고 측정지표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지

출데이터베이스(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개발한 바 있다.

현재 국가통계에서 제공 중인 사회복지예산 비중 지표는 사회적 욕구 충

족 및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유무형

의 서비스 및 물질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8).

그렇다면 정부성과의 측정지표에서 삶의 질의 효과를 주민참여제도와

의 관계에서 측정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주민들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더 나은 삶, 다시 말해 삶의 질의 향상을 위

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 또한 주민

의 복리 증진과 이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인데, 이는 지방정부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통해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다

양화시킬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행정의 효과성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있다. 지방정부의 성과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자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경제와 복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거나(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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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민의 복리 증진을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로 간주하고 있는(라

휘문·한표환, 1999) 기존의 연구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전체예산대비 사

회복지예산 비중과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통계자료는 KOSIS 국가통계

포털, 서울서베이에서 획득하였다.

2. 독립변수 – 주민참여제도의 참여수준

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측정

(1) 주민참여제도 목록의 작성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과 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이다. 먼저 현재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의 현황을 파

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국민참여제도 운영현황 보고서,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주민참여제도의 종류, 각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민참여

제도 현황,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례로 제정된 주민참여제도

등을 종합하여 현재 지방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

를 망라하였다.

다음으로 OECD(2001)의 주민참여제도 유형화 방식 및 강인성·조석주

(2006)의 주민참여제도 현황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책과정을 정책의제설

정 및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3단계로 구분하고, 주민참여제도

의 개별 속성에 따라 정보제공형, 협의형, 적극형 참여로 분류한 뒤 각 9

개의 셀에 해당하는 주민참여제도를 기입하였다. 선행연구를 정리한 정

책과정별 참여제도의 특성에 따른 주민참여제도의 목록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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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민참여제도를 정리하면 정책과정별로 시행 중인 주민참여

제도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용이하지만, 어떤 주민참여제도는 정책의 전

과정에 걸쳐서 시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민설명회는 사업의 시행

전에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사업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실시되기도 하며, 사업의 진행 중

에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형태로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정보공개는 정책의 전 과정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

초단위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는 정책과정보다는

<표 3-1> 선행연구의 주민참여제도 목록

정보제공형 참여 협의형 참여 적극적 참여

의제

설정

및 

정책

형성

공청회

인터넷공청회

주민설명회

인터넷게시판

인터넷민원실

내부문서처리과정공개

정책자문단(위원회)

여론조사 및 

정책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관확대간부회의

온라인정책토론방

주민제안·공모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모바일투표제도

심의위원회

정책

집행

신문고제도/직소민원

시정운영상황공개

시정소식지발간

인터넷의견수렴

행정정보공개포털운영

(정책)모니터링, 

모니터단

온라인(정책)모니티링

각종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자문단)

명예공무원제

민간자원봉사자

명예감독관

명예기자제

명예감시원

부조리신고(보상)제

시민고충처리관제

고충처리위원회

정책

평가

업무평가 및 

감사결과공개

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

민원행정개선설문조사

전화친절도평가

시민포럼

정책포럼

모니터제

사이버모니터제

자치법규사후평가제

옴부즈만

시민(명예)감사관제

행정서비스품질평가제

정책평가단

정책평가위원회



- 91 -

주민참여제도의 개별적 속성에 중점을 두어 정보제공형, 협의형, 적극적

참여형으로만 주민참여제도를 구분한 목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주민참여제도의 내용은 <표

3-2>와 같다.

<표 3-2> 정보공개청구 주민참여제도의 목록

참여의 특징 주민참여제도 목록

정보제공형

참여

(정부->주민,

주민-> 정부)

인터넷민원실, 인터넷민원창구
인터넷게시판, 인터넷의견수렴, 인터넷주민참여
주민설명회
공청회
전자(인터넷)공청회
신문고제도, 직소민원창구
시·군·구정운영상황공개, 시·군·구정소식지
결재문서공개방
행정데이터공개포털운영
주요업무의 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공개
행정서비스시민(주민)만족도조사
민원행정개선설문조사
전화친절도 평가
여론조사, 정책설문조사

협의형 참여

각종 자문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단 등)
사이버(온라인)정책토론방, 사이버(온라인)토론광장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관확대간부회의
모니터제, 정책모니터링
사이버(온라인)모니터, 사이버(온라인)정책모니터링
각종 운영위원회
1일 명예공무원제
조례 등 자치법규사후평가제

적극적 참여

주민제안·공모제도, 시민창안제도, 주민아이디어모집
주민투표제도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각종 심의위원회
모바일투표제(M-Voting)
시민포럼,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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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주민참여제도 양적 수준의 측정과 판단기준

2019년 1월 기준으로 226개의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

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작성된 목록의 주민참여제도 시행 여부

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의 도입된 연도

또한 함께 표기하도록 명시하였다. 그 밖에 공개청구 건을 담당하는 공

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제시한 정책과정별 주민참여제도의 종

류를 표기한 <표 3-1>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한 응답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목록상 주민참여제도의 세부적 특징 등을 명시한 자료를 첨부하

였다. 먼저 청구자료에 대한 응답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해당 주민참여제도의 명칭 아래 여러 하위제도가 있는 경우 가

장 먼저 도입된 제도를 기준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2005년

이전에도 존재한 주민참여제도의 경우는 2005년으로 도입연도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셋째, 본 청구문서의 목록에는 없더라도 유사한 성격의

제도가 운영 중이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표기해 줄 것을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목록에 제시된 제도 중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

자치회의 경우 해당 지방정부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를 구성하여 실제 시행한 연도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청구자료에 대한 응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목록상 주민참여

제도의 세부적 특징을 명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포함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의 경우 민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

명예감시원제, 민간자원봉사, 민간환경감시단
부조리신고제, 부조리신고보상제
시·군·구민고충처리관제, 시·군·구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시·군·구민감사관, 명예감사관
행정서비스품질평가제
정책평가위원회(정책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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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유롭게 시·군·구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로

업무처리를 성실히 한 공무원에 대한 칭찬 게시판, 자유게시판, 구민 참

여 마당, 군민 참여의 소리 등 여러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명

시하였으며, 또한 최초로 개설된 연도가 도입연도가 되지만 확인이 불가

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초의 게시글이 업로드된 날이 도입연도가

되는 것으로 표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주민참여제도 목록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은 아래 <표 3-3>과 같다.

<표 3-3> 목록상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세부설명

1. 인터넷민원실, 인터넷민원창구: 인터넷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

가 개설되어 있는지. 게시판 명칭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예를 들어, 

시군구청장에게 바란다. 우리 시군구에 바란다. 시민의 소리 등등도 여기

에 포함됨.

2.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의견수렴, 인터넷 주민참여: 민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자유롭게 시·군·구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게시판 형식은 자유로우며 게시판의 명칭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음. 

주민참여광장, 참여의 소리 이런 명칭도 있음. 최초로 개설된 연도가 도입

연도이지만, 확인이 불가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최초의 게시글이 업로드

된 날이 도입연도가 됨.

3. 주민설명회: 특정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경우도 포함. 공

무원 이외의 이해관계자, 주민 등이 참여해야 하며, 특정 법 또는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경우는 그 법 또는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 최초의 주민설

명회가 실시되었던 연도를 기록하면 됨.

4. 공청회: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를 의미함. 이전에 공청회라고 이름 붙여졌

으나 사실상 주민설명회가 실시된 경우는 주민설명회에 포함됨-> 주민설

명회와 공청회의 경우는 최초의 시행연도가 불분명할 수 있음. 그럴 때 

2005년 이전에 시행한 것이 특정 법에 의해 명확한 경우 2005년이라 기

재하면 됨

5. 인터넷공청회: 인터넷상에서 공청회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각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공청회가 실시된 적이 있는 경우만 기재 가능.

6. 신문고 제도, 직소 민원청구: 명칭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불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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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와 인터넷 직소 민원도 포함됨. 자치단체장에게 바란다. 코너도 직

소 민원의 한 종류임. 그중 제일 먼저 시행한 제도의 도입연도를 기재함.

7. 시·군·구정 운영상황공개, 시·군·구정 소식지: 홍보인쇄물로 출판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운영상황공개, 소식지 등의 

배너가 있거나, 홍보물의 형태로 동영상 시청 또는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 경우면 다 해당함. 그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형태의 제도의 도입

연도를 기재.

8. 결재문서공개방: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각 자치구의 홈페이지 내

에서 행정정보공개 배너 아래 하위 제도로 결재문서공개, 결재문서 등의 

명칭으로 아이콘이 있으며,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서울특별시 통합 

결재문서 공개 홈페이지로 연동되게 되어있음. 그러므로, 주민이 해당 자

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결재문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

게 연동되어 있거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내에 직접 최종 결재문서공개방 

또는 결재문서공개 아이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9. 행정데이터 공개포털운영: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내에서 행정데이터 

공개포털 배너나 정보공개 배너가 독립된 경우를 의미함. 주로 00구 혹은 

00 군 행정데이터 공개포털이 마우스 클릭 시 새 창으로 연동되어 열리

는 경우, 홈페이지 정보공개 배너 아래의 하위 아이콘으로 있는 경우를 

의미함

10. 주요업무의 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공개: 주요업무의 평가결과공개, 감사

결과공개 중 하나만 실시하는 때도 해당함. 둘 다 실시하는 경우는 더 

먼저 실시한 제도의 도입연도를 기재함. 평가결과와 감사결과의 공개 경

로는 언론, 해당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시·군·구정 소식지 등 형태

를 가리지 않음.

11. 행정 서비스 시민(주민)만족도 조사: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서비스주민만족도 조사, 민원행정 개선 설문 조사, 

민원만족도 조사, 시·군·구정 만족도 조사, 행정서비스품질평가 등이 큰 

상위의 조사 아래 시행되는 때도 있음. 이럴 때 가장 상위의 조사가 도

입된 도입연도와 각각의 하위제도들의 시행연도는 동일한 것으로 기재

하면 됨. 

12. 민원행정개선설문조사: 11번의 내용과 상동. 민원행정 개선 설문 조사, 

민원만족도 조사 등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남. 그러나 민원이라는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함.

13. 전화친절도 평가: 11번의 내용과 상동. 전화친절도 평가를 상위자치단체



- 95 -

에서 실시하고 해당 평가에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포함되는 경우도 

도입한 것으로 기재함. 이럴 때 상위자치단체의 전화친절도 평가 도입연

도가 해당 자치단체의 도입연도가 됨.

14. 여론조사, 정책설문 조사: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시·군·구민을 상대

로 특정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 조사 등이 이루어졌으면 최초의 조

사가 이뤄진 연도를 기재함.

15. 각종 자문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단 등): 목록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시행되었던 자문위원회, 자문단을 의미함. 공무원 이외의 

이해관계자, 전문가(시민단체, 교수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고 명시적으로 

‘자문’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위원회를 의미함. 

16. 사이버(온라인) 토론광장, 사이버(온라인) 정책토론방: 여러 명칭으로 나

타남. 토론이라는 단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내에서 ‘00제도, 00정책에 대한 주민의 생각은?’ 이라는 주제 또는 형태

로 독립된 게시판이 운영되는 경우를 의미함. 예를 들어, “우리 00군에서

는 00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같은 경우, 00정

책 또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상의 특정 공간에서 나누

는 경우,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일정 기간 의견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함. 그러므로 다양한 주제가 올라오는 인터넷 게시판과 달리 특정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해 일정 기간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이 있으

면 담당자가 답하는 형식의 담론적 상호작용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17.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국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그러

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도입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을 모집한 연도를 기재할 것.

18. 주민참관 확대간부회의: 주민참관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 간부회의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기도 함. 시·군·구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주로 

월례회의나 정례회의로 시행되는 경우가 빈번함. 이러한 형태의 간부 회

의에 주민(시민단체, 전문가, 노조위원장, 이해관계자 등 포함)이 참여한 

간부회의 최초 시행연도가 도입연도가 됨.

19. 모니터제, 정책모니터링: ‘모니터’라는 명칭이 꼭 포함되어야 함. 예를 들

어 00정책모니터단, 00시 시내버스모니터단, 통합모니터단, 00모니터링, 

주부모니터단 등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였던 다양한 모니터 활동 중 

가장 먼저 시행한 모니터의 도입연도를 기재함. 내부 문서를 통해 최초 

시행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구글링을 통해 ‘0000년 (해당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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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모니터’로 검색하면 정보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시행되었던 모니

터단(링)의 도입연도를 기재.

20. 사이버(온라인)모니터, 사이버(온라인)정책모니터: 해당 자치단체가 사이

버(인터넷)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정책, 활동, 사업 등의 모니터를 위해

서나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구축하기 위해서 모니터 게시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이버 모니

터 활동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예를 들어, 

서울시 사이버 모니터라고 검색하면 독립된 홈페이지 공간이 제공되고 

있음.

21. 각종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와 같이 ‘자문’, ‘심의’라는 단

어가 들어가지 않은 각종 회의, 위원회를 지칭함. 그러나 참여자가 공무

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 혹은 회의는 포함되지 않음. 실시되었던 각종 

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주민이 참가한 위원회가 최초 실시된 것의 

도입연도를 기재함. 2005년 이전 시행된 경우 최초 시행연도를 2005년

으로 표기함.

22. 명예 공무원제: 해당 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공무원체험 프로그

램을 운영 중이거나 특정 기간 복지정책 등의 영역에서 명예복지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운영 중인 경우, 1일 명예민원실장 제도 운영 

등을 포함함. ‘명예 공무원(해당 직위)’이라는 명칭 아래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를 의미함.

23. 조례 등 자치법규 사후평가제; 해당 자치단체가 제·개정한 조례, 규칙에 

대한 사후적 평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함.

24. 주민제안공모제도: 주민제안제도, 주민 창안제도, 주민아이디어 모집 등

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오프라인과 온라인상 제도가 있는 모든 경우

를 포함하며, 먼저 시행된 제도의 도입연도를 기재함.

25. 주민투표제도: 실시되지 않았지만, 조례가 있는 경우는 조례의 제정일이 

도입연도가 되며, 조례 등의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활용되었던 경우

는 최초로 주민투표를 시행한 연도를 기재함, 후자의 주민투표는 현재 

법령의 범위로 지정된 투표시행을 위한 법적 요건이 갖추어진 투표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의미임.

26. 주민감사청구제도: 25번의 내용과 상동.

27.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연도가 도입연도가 됨.

28. 주민자치회: 2013년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 시행 및 설치·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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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조례’ 제정 이후 현재 시범 시행 중이거나 도입하여 시행 중인 경

우를 의미함. 

29. 각종 심의위원회: 앞서 15, 21번의 내용과 상동하나 ‘심의’라는 단어가 

포함된 위원회 또는 회의의 최초 시행연도를 의미함. 도입연도가 불분명

할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실시되었던 심의위원회를 기재함. 심의위원회

는 특정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자

치단체장 또는 정책을 담당 부서의 책임자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반적 

주민이 아닌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각종 시

민단체, 노조위원장 등)가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30. 모바일투표제: 엠보팅(m-voting)으로 불리기도 함.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하여 엠보팅하거나 엠보팅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정책공유와 시민협업을 

위해 “모바일“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엠보팅 앱이 있거나 

모바일 웹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함.

31. 시민 포럼, 정책포럼: 집단토의의 한 가지 방식이며 제시된 과제, 정책에 

대해서 소수(주로 2~3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해서 토의를 위한 정보

와 화제를 제공하며 청중이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함. 여기에 필

요한 정보를 다시 추가하여 현재 상정된 주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하

게 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형태를 의미함. 포럼은 반드시 ‘사회자, 전문가, 

청중’으로 구성되며 청중에 시민이 포함된 경우를 시민 포럼, 정책포럼

이라고 함. 

32. 명예감시원제: 명예감시원, 민간자원봉사단, 민간환경감시단, 명예감독관, 

명예감시관, 시민감시관 등 여러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음. 

33. 부조리신고제: 공직자 부조리신고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기도 함.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친절, 금품수수, 업무처리 지연 등 불법·부당한 행위

를 하였거나 과도한 재량행위, 소통의 부족, 권위적 태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하는 제도임.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내에서 부조리신

고센터, 부조리신고 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뿐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한 

부조리신고를 포함함. 

34. 시민고충처리관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관 등의 명칭으로 

운영됨.

35. 옴부즈만: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199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

률(1997)에 근거하여 1996년 행정안전부는 ‘10대 민원행정 세부지침’으

로 지방옴부즈만제도를 권장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출범 이후로 

지방정부 옴부즈만 설치근거가 마련된 바 있음. 해당 자치단체의 오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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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자료의 획득방식 및 조정과정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주민참여제도의 운영 여부 및 시행연도는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획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료가 정보를 제공하

는 방식이 두 가지로 관찰되었다. 첫 번째 방식은 정보공개청구를 담당

하는 공무원이 전체 과에 청구문서를 배포한 후 각 부서에서 올라온 자

료를 정보 공개포털에 부서별로 업로드한 경우였고, 두 번째는 연구자가

청구한 문서의 내용대로 수합한 자료를 편집하여 시행 여부와 시행연도

를 표기한 요약자료를 업로드 하는 방식이었다. 각각의 방식으로 정보공

개를 한 형태는 다음 <그림 3-5>와 같다.

<그림 3-5>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지방정부 별 공개형식

관찰된 방식 모두 청구문서를 작성하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에

인 혹은 온라인상에서 옴부즈만제가 최초 시행된 연도를 기재.

36. 행정서비스품질평가제: 앞서 11, 12, 13번 목록의 설명과 상동.

37. 정책평가위원회: 00평가위원회, 00정책평가단의 명칭으로도 운영됨. 국무

총리실 산하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와 같이 해당 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평가하기 위해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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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는 설문 조사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응답과 실제 주민참

여제도의 시행 여부와의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편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조정과정을 거쳤

다.

첫째, 본 연구는 실제로 주민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

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가 실제 주민의 참여를 참여제도의 시행

여부로 측정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실질적 운영 여부는 중요한 판단기준

이 된다. 예를 들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의 경우는 최초 시행 시점이 불

분명하여 정보 공개청구 이후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응답의 곤란성을 표

현했던 제도이기도 했다. 공개청구 자료의 수합 이후 각 지방정부 별로

지방정부의 홈페이지, 담당 공무원과 연락, 지역신문기사,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인터넷 검색 포털 등을 통한 수정·확인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

하였다. 그 결과 주민참여제도와 관련한 자료 대부분이 2005년 수준에서

검색할 수 있어 자료의 정확성을 꾀할 수 있었다.

둘째,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주민감사제도, 주민투표제도의 시행연도는

조례가 제정된 2000년, 2004년으로 일괄 조정하였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된 연도로

수정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예산위원회의 운영 여부는 참여예산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응답의 사후조정과정에서도 조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 구성되고 예산위원들이 공개모집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시행 여부와 연도를 일괄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번 도입된 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가정하였

다. 실제 조례상으로 폐지된 참여제도의 경우 성질이 동일한 새로운 참

여제도가 신설되었거나 조례를 새로 제정했기 때문에 폐지된 경우가 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설명한 판단기준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

로 최종 분석에 포함된 주민참여제도의 수는 총 30개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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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의 측정

(1) 주민참여제도 질적 수준 측정을 위한 유형화 기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참여제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주민참여제도가 많

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의견이 엇갈린다. 주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주장과 동시에 현재

도입된 주민참여제도는 이미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어

떤 주민참여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 다시 말해 정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듯 상반된 주장에서는 어떠한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어 실질적이

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지방정부가 도입하여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

준의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에서도 정부성과에 영향을 주는 제도가

운영 중인지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오늘날의 주민참여 이

슈는 주민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민주적이

고 효과적으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rnstein(1969)의 참여의 사다리(ladder) 이론은 주민참여를 영향력을

기준으로 8단계로 유형화하고 있다. 8단계는 크게 비참여, 명목상 참여,

실질적 참여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비참여는 논외로 하고 명목

상 참여는 형식적 참여로 정부가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을 받

10) 인터넷공청회는 공청회에 포함되었으며, 결재문서공개방은 행정데이터공개

포털 운영에 포함되었다. 모니터와 사이버모니터제도 또한 제도의 운영행태가

비슷하여 하나의 모니터제로 통합하였으며, 행정서비스주민만족도조사, 민원행

정개선설문조사, 전화친절도평가, 행정서비스품질평가제는 만족도조사로 통합하

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모바일투표제의 경우 서울특별시(광역단위)에서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시(구, 군)민감사관제는 자치법

규시스템 검색을 통해 분석의 대상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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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에 그치지만, 실질적 참여는 정부와 시민은 파트너십 관계에서부

터 권한위임(delegated power)의 단계, 최종적으로는 시민 통제(citizen

control)까지 포함하는 시민권 적 참여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Fiorino(1990)는 주민참여가 민주적인지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을 제시

하였다. 일반적인 주민이 참여하는지, 주민이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의 공

유가 가능하고 관료와 협력하여 정책을 결정하는지, 면대면 토론을 통한

숙의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정책과정에서 행정관료 및 기술적

전문가들과 어떤 측면에서는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는지가 그것

이다.

국제시민참여협회(IAP: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는 주민참여의 단계(Spectrum of Public Participation)를 주

민의 영향력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유형화하였다.

1단계는 정보제공(informing) 정책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

을 주기 위해 주민에게 관련한 행정정보를 온라인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 2단계는 협의(Consultation) 정책대안 또는 결정에 대해 주민의 의견

을 수렴하고 청취하는 과정으로 주로 공청회, 포커스그룹, 설문 조사 등,

3단계는 개입(Involvement) 정책과정 전반에서 직접적인 주민참여가 이

루어지며, 행정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이 시작되는 단계, 4단계

는 협력(Collaboration) 정책문제의 해결 또는 대안 탐색 과정에서 주민

의 의견제시가 최종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유의미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 5단계는 권한 부여(Empowerment)는 정책과정에서 의사결정을 공유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이며, 주민참여로 인해 결정된 결과가 그대

로 정책에 반영된다.

나아가 본 연구의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 유형화는

Nabachi(2012)의 연구와 방향을 함께한다. Nabachi(2012)는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사소통모드(communication mode)를 크게 단방향적(one-way)

의사소통, 양방향적(two-way) 의사소통, 숙의적(deliberative)의사소통으

로 유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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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abatchi & Leighninger(2015)는 현재 주민참여의 과정, 법률

및 시스템은 오래되고,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효과적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더 나은 참여 방식의 설계, 법률, 시스템이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공공참여(public participation)를 포괄적 용어

(umbrella term)로 정의한다. 이 용어는 공공문제나 이슈에서 대중의 관

심, 이익, 가치 등이 정책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및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며, 주민의 직접 참여뿐만 아니라 간접참여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여기서 직접 참여를 크게 3가지 참여로 유형화하면 전통적 참여

(Conventinal participation), 얕은 수준의 참여(Thin participation), 깊은

수준의 참여(Thick participation)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 참여의

대부분은 정부 관료나 학교위원회, 시 정부, 의회 대표, 정부 기관 등과

같은 행정조직이 주도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전통적 참여

는 법에 규정된 경우가 많으며, 아젠다가 미리 설정된 점, 분절된 회의

(segment meeting)형식을 가지는 점, 짧은 시간 동안 정부 관료와의 만

남이 제공되는 점 등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유형

의 참여는 여러 전략을 포함한다. 선호를 표시하고, 아이디어를 제출하

며, 빠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참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주

민참여는 주로 면대면이나 전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베이, 크라

우드 소싱, 크라우드 펀딩, 청원 등이 있다.

마지막 유형의 참여는 작은 집단 내에서 많은 수의 대중이 있을 때

작용이 가능하다. 대부분 면대면의 형식을 가지지만 온라인을 통한 참여

도 발견된다. 이 유형의 참여는 상호 간 토의하며, 배우고, 결정하고, 행

동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진다. 참여예산, 정책포럼, 시민 배심원제 등의

참여가 이 유형에 해당하며 대개 어떤 종류의 숙의를 포함하고, 네트워

크 기반의 선발, 소그룹중심, 쟁점 구상(issue framing)과 같은 공통된

속성을 가진다. Nabatchi & Leighninger(2015)는 첫 번째 유형의 주민

참여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두 번째 참여유형은 참여의 편리함

과 신속성 덕분에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세 번째 유형의 참여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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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덜 나타나지만, 가장 의미 있고 강

력한 방식의 참여유형이라고 평가한다.

(2) 본 연구의 주민참여제도 질적 수준의 유형화

이렇듯 주민참여의 제도적 형식은 현실에 존재하는 주민참여 활동을

의미하는바 그 범위와 종류가 매우 넓고 많으므로 상위의 유형을 구분한

뒤에 각 유형에 대한 예시로서 현실의 주민참여제도를 제시하는 방법을

취한다(윤주명, 2001). 이를 바탕으로 앞서 선행연구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유형화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종합해 정리하자면 주민참여제도를 유형

화하는 기준은 크게 “참여제도의 범위(scope)”와 “참여제도의 강도

(intensity)”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참여제도의 범

위가 제도의 양적인 측면을 의미한다면 참여제도의 강도는 제도의 질적

인 측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참여제도의 범위(scope)는 ‘누가 그 제도에 참여하는가?’의 문제

이다. 참여하는 범위가 일반적(universal)인지 특별한(particular) 경우에

만 참여가 허용되는지를 말한다. 다음으로 참여제도의 강도(intensity)는

‘어떠한 속성을 가진 참여제도인가?’의 문제이다. 단방향적 수준의 참여

제도에서부터 상호작용이나 숙의 또는 권한위임이 일어나는지의 정도에

따라 참여제도의 구분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 지방정부 수준에서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를

살펴보면 Arnstein(1969)의 참여의 사다리에서 상층에 있는 권한위임이

나 시민 통제의 수준까지 도달한 주민참여제도는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

다. 지방정부 내에서 다양한 주민참여방식이 제도화되었지만, 그 제도화

의 수준이 법률화까지 진행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며, 주민에의 권한위

임과 시민 통제의 수준에서의 참여는 법률의 제·개정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참여정부 이후 폭발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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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참여제도의 수준이 정

부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함에 있다. 그

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을 유형화하기 위해서

는 Arnstein(1969) 및 Nabachi(2012)의 주민참여 유형화 논의를 바탕으

로 형식적 및 실질적 참여제도 중 파트너십 관계와 약한 수준의 권한 위

임관계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의사소통수준을 구분하여 유형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현재 기초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를 참여의

범위와 강도를 바탕으로 유형화하면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먼저, 참여의 범위를 기준으로 참여의 대상이 일반적인지 제한적인지

를 구분하면 Ⅰ, Ⅱ, Ⅲ유형의 참여제도와 Ⅳ, Ⅴ, Ⅵ유형의 참여제도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참여의 강도를 기준으로 한 첫 번째 단계는 정

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이 수용하는 단계이다. Ⅰ 및 Ⅳ유형의 참여

에서는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시민이 수용하는 수동적 형태를 가지며,

정부 주도적 참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주로 정부의 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형 참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두 번째 단계는 시민이 정부에게 주로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가 수용하

는 형태이다. Ⅱ 및 Ⅴ유형의 참여는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수용할 것인

지에 관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민의 참여로

인해 정부가 구속력이나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는 시민 주도적 참여가 중심이 된다. 이 단계에서 참여의

방향성은 두 번째 단계와 동일하지만 숙의 과정 및 정부의 시민에 대한

피드백 과정이 포함된다, 즉 Ⅲ 및 Ⅵ유형의 참여는 시민의 참여에 대해

정부는 일정 부분 수용하거나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은 정

부와 시민의 상호작용 아래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주민참여의 범위와 강도에 따른 유형화 기준은 아래의 <표 3-4>와 같

으며 본 연구의 주민참여제도의 질적인 수준은 얼마나 일반 시민에게 열



- 105 -

려있으며, 정부와 상호작용하는 숙의적 참여인지를 기준으로 제 Ⅲ유형

의 제도가 전체 주민참여제도 중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표 3-4> 주민참여제도의 유형화 기준: 참여의 범위와 강도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크게 정치제도 요인, 사회문화 요인, 사회경제

요인, 행정 규모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정치제도 요인은 단체장의 영향력과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관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 득표율,

단체장 소속정당의 이념 정향 등이 지방정부의 투명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장석준, 2010; 조정래 외, 2014). 단체장의 영

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체장의 재임 여부, 지방선거 득표율을 측정하였

참여의 범위(scope)
일반적(universal) 참여 제한적(particular) 참여

참여

의 

강도

(inte

nsity)

유형

Ⅰ

인터넷게시판, 주민만족도조사, 

시·군·구정 운영상황공개, 

행정정보공개, 업무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공개 

유형 

Ⅳ 
주민설명회, 공청회

유형

Ⅱ

인터넷민원실, 정책설문조사,  

여론조사, 주민자치위원회 

유형 

Ⅴ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명예공무원제, 

명예감시원제

유형

Ⅲ

정책토론방, 주민투표제도, 

주민제안·공모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신문고 및 

직소민원, 주민자치회, 시민포럼, 

옴부즈만

주민참여예산제도, 부조리신고제, 

시민감사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유형 

Ⅵ

자치법규사후평가제, 

정책평가단, 

정책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사이버)모니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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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체장의 재임 여부는 지방선거 실시 전 해당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었을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한 더미 변수를 만들어 1인

경우를 단체장이 재선한 것으로 측정하였으며, 단체장의 지방선거 득표

율은 ‘당선자의 총득표수/ 전체 유권자 규모’의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관계 요인으로는 지방정부의 권력분점형태를 측

정하였다. 이재현(2017)은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

거나, 지방의회 내에서의 권력 구도가 분점화 되었을 때 예산의 영역별

지출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 지방정부가 단점 정부일 때

예산에서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반대로 분점 정부일 경우

경제개발비의 지출 비중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권승·차재권, 2012), 단점

정부일 때 경제성장이 퇴보한다는 연구 결과(서재권·김태완, 2016) 등 단

체장과 지방의회의 권력 관계에 따라 지방정부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의회의 다수당 점유율을 측정한 뒤,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당적이 일치하는 경우를 1, 아닐 경우를 0으로 한 더

미 변수를 생성하여 지방정부의 권력분점형태를 측정하였다. 각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정보 자료실에서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문화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호혜적 특성과 참여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Putnam(1993)은

호혜성 규범이 높은 사회에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는 자발적 협력을 촉

진해 사회의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민주적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며 정부성과는 높아진다고 분석하였다.

Boix & Posner(1998) 또한 호혜성 규범이 높은 사회는 주인-대리인 문

제를 감소시켜 행정의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기존연구에 따르

면 호혜성 규범은 주로 자원봉사인구, 설문 조사에서 사회신뢰에 대한

설문의 응답, 범죄율, 적십자회비납부액 등의 객·주관적 지표를 통해 측

정하고 있다(Putnam, 1993; Knack, 2002; Tavit, 2006; Coffe & Geys,

2005; 송경재, 2006). 장석준(2010)은 자원봉사자 수가 지방정부의 부패감

소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호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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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간 자원봉사 활동인구의 수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자본의 참여적 특성은 호혜성의 규범을 증진시켜 정부의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

여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측정하였다. 지방선

거의 투표율이 지방정부의 투명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김병

섭·김지은, 2005),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장석준, 2010)

등이 다수 존재한다. 각 지표에 대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현황자료집 및 봉사활동 현황백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취득하였다.

사회경제 요인은 해당 지방정부의 주민 수와 고령화율, 주민 1인당 지

방세. 재정자립도로 측정하였다. 주민의 수는 지방정부의 경제 또는 복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소순창·김종욱, 1999). 주민 수는 지

방정부 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로그지수로 변환된 주민 수로, 고

령화율은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으로 도출된 값을 사용

하였다. 다음으로 주민 1인당 지방세는 지방세를 주민으로 나눈 값을 활

용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의 합을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로 나눈 값을 퍼센트 비율로 측정하였다. 재정자립도

는 재정수입의 자체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각 지표에 해당하

는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획득하였다.

일반적으로 주민의 높은 소득은 정부 정책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주로 지역의 생산성

혹은 주민의 소득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있

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자료가 수집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GRDP의 대리지표로서 1인당 지방세를 활용하였다

(하능식·임성일, 2007). 지방세 자료는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에서 취득

하였으며, 지방세를 주민 수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행정 규모 요인은 각 지방정부의 인력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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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로 측정하였다. Kimberly(1976)는 조직 규모에 관한 연구 80여 개의

연구를 메타분석 한 결과 65개의 연구에서 조직 규모의 측정지표로 조직

의 구성원 수를 측정하여 조직 규모로 정의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 정부 규모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공무원의 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인력 규모는 각 기초 지방정부의 주

민 1000명당 공무원의 수로 측정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KOSIS 국가통계

포털에서 획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정 규모는 각 지방정부의 1인당 세출 결산액으로 측정

하였다. 재정자립도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취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본 연구의 측정지표는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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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변수의 측정지표

구분 변수 측정 척도 출처

종

속

변

수

정

부

성

과

정부성과

: 투명성
종합청렴도 지수 = 

내부청렴도 + 외부청렴도11) 지수

·국민권익위

원회

·KOSIS

국가통계

포털

·서울서베이

정부성과

: 대응성

100% - (전체 민원처리 건수 
대비 고충민원 및 기타민원의 

합의 %)
%

공무원 1인당 전체민원처리건수 개

정부성과

: 효과성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

%

주민의 삶의 질 수준12) 지수

독

립

변

수

주

민

참

여

제

도

주민참여

제도의 

양적 수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건수
개

·정보공개

포털

·국가법령

정보시스템

·인터넷 

검색포털

·자치법규정

보시스템

주민참여

제도의 

질적 수준

주민참여제도 중 제 Ⅲ형 
참여제도의 비중

개

통

제

변

수

정

치

요

인

단체장

영향력 

단체장 지방선거 득표율:
(전체 유권자 수÷당선자의 총 

득표수)×100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단체장의 재임 여부:
지방선거 실시 전후 재직 여부

재임
1

재임
아님
0

권력배분

형태
지방정부의 권력분점형태: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일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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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책고객평가 항목이 종합청렴도 측정에서 제외됨.
12) 서울특별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로 분석한 모형의 종속변수임.

당적 일치 여부
불일
치0

사

회

문

화

요

인

호혜적 

특성
기초자치단체별 1년간 

봉사활동인구
명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

터 

현황자료집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참여 지방선거 투표율 %

사

회

경

제

요

인

수요요인

해당 지방정부의 주민 수 명

·KOSIS

국가통계

포털

·재정365

해당 지방정부의 고령화율:
(전체인구÷65세 이상 

주민)×100
%

공급요인

1인당 지방세:
지방세÷주민 수

원

재정자립도(2000-2018): 
｛(지방세+세외수입)×100｝

÷ 일반회계예산규모

백
만원

행

정

규

모

요

인

인력규모
주민 1000명당 공무원 수:

(공무원 정원÷주민 수)×1000
명 ·KOSIS

국가통계

포털

·재정365
재정규모

주민 1인당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백
만원

자치단체

규모
시·군·구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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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분석 결과

제 1절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1. 패널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의 범위 축소에 대한 설명

앞서 밝히길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기초단위의 224개 지방정부이

며, 시간적 범위는 2005년부터 2017년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변수

별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결측치로 인해 연구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축소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기초단위의 지방정부 별로 주민참여제도의 시행 여

부 및 시행연도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하였고, 이를 보강하는 작업

을 진행하였다. 그 와중에서 경기도 파주시, 충남 서천군, 전남 고흥군에

서 해당 변수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었다13). 결과적으로 행정구역의 통폐

합 등으로 인해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의 주요 변숫값이 크게

변동한 충남 청주시와 경남 창원시를 포함하여 총 5개 지방정부가 누락

되어 최종 분석에서는 221개 지방정부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축소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분석에 포함된 주요 통제변수의 수집에서 누락이 발생

하였다. 통계데이터 수집의 원천인 국가통계포털 및 지역 단위 통계청에

13) 경기도 파주시는 손상된 파일을 정보 공개포털에 업로드하여 연구자가 재

차 확인을 부탁하였으나 피드백이 결과 분석 기간 내에 오지 않았으며, 충남 서

천군 및 전남 고흥군은 정보부존재결정을 통보하여 자료에서 누락이 발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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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8년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 공무원 수 자료, 2010년 충남 8개

시 및 7개 군의 전체 민원처리 건수, 고충 및 기타민원 건수 통계자료,

2012년 인천광역시 8개 자치구 및 2개 군의 전체 민원처리 건수, 고충

및 기타민원 건수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청렴도지수 측정에서 측정가중치가 변경되었다. 2010년을 기점으

로 청렴도 측정가중치가 달라서 청렴도지수를 모두 분석에 반영할 경우

패널 분석에서 결과 값이 과다산정 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행정의 투명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종합청렴도 지수 값을 측정하는

데 기초단위의 지방정부 수준에서 종합청렴도지수는 2009년부터 시·군

지역부터 측정되기 시작하여 시·군·구 종합청렴도지수는 2011년에 대부

분 공개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분석방법으로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고정효

과 패널 분석의 경우 모형에 포함된 변수 중 특정 시점에서 하나의 측정

치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모든 변수가 분석에서 제외된 상

태에서 결과 값을 제공한다. 패널 분석 결과 값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모

든 변숫값의 정보가 포함된 완전 균형 패널데이터(strongly balanced

panel)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된 변수에서 누

락된 값이 없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년씩 시간 갭이 발생하는 완전

균형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종 패널 분석에 포함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221개

지방정부의 총 884개 관측치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다14). 데이터 전체의 구조를 확인한 결과 관측치의 모든 값에 누락이

없었기 때문에 모형의 추정값을 전체 지방정부의 평균적 경향으로 보기

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4) 그러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자료가 수집된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간적 범위를 모두 포

함하고 있으며,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에서도 221개 지방정부의 2873개 관측치

의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측정의 결과값을 모두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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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다음의 <표 4-1>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은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7

년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 지수는 평균적으로 7.8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원처리 대비 고충 민원처리 비율은 평균적으로 5% 수

준이며, 공무원 1인당 전체민원처리 건수의 경우 평균적으로 공무원 1인

당 820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군·구로

구분한 결과 구의 공무원이 가장 많은 평균 1530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최소값

4.64%에서 최대값 64.69%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군의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평균 16%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반면 자치

구의 경우 평균 4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예산

에서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기초 지방정부가 시·군·구 단위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및 규

모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주민참여제도의 총 건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기초 지방정부는 평균적으

로 16개의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중

제 Ⅲ형 주민참여제도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30%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57%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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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관측

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884 7.8198 .4184 6.63 8.8

시: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288 7.7313 .4086 6.78 8.06

군: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320 7.7183 .4399 6.63 8.8

구: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276 8.0299 .3142 7.15 8.72

고충 및 기타 

민원처리 비율
879 95.5129 7.7571 8.8360 100

시: 고충 및 기타 민원처리 

비율
288 95.4630 9.0018 10.8153 99.9843

군: 고충 및 기타 민원처리 

비율
320 95.0483 8.3865 8.8360 100

구: 고충 및 기타 민원처리 

비율
271 96.1146 5.0811 65.5126 99.9978

공무원 1인당 

전체민원처리건수
884 821.5577 803.5678 8.2436 7348.934

시: 공무원 1인당 

전체민원처리건수
288 678.4911 674.4536 8.2710 7348.934

군: 공무원 1인당 

전체민원처리건수
320 338.8382 324.442 8.2437 1689.098

구: 공무원 1인당 

전체민원처리건수
276 1530.519 824.3008 111.4424 6036.345

사회복지예산의 비중 882 29.5370 14.4933 4.64 64.69

시: 사회복지예산의 비중 286 26.6220 6.3379 13.68 44.2

군: 사회복지예산의 비중 320 16.457 3.9774 4.64 34.75

구: 사회복지예산의 비중 276 47.7228 8.5508 24.65 64.69

주민참여제도의 

총 건수(2005~2017)
2873 16.5966 4.4896 5 28

주민참여제도의 884 19.4898 3.366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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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건수(2011~2017)
시: 주민참여제도의 

총 건수(2011~2017)
288 20.36 3.3448 11 28

군: 주민참여제도의 

총 건수(2011~2017)
320 18.45 3.1649 10 26

구: 주민참여제도의 

총 건수(2011~2017)
276 19.77 3.3095 10 27

Ⅲ형 주민참여제도 

비중(2005~2017)
2873 .3071 .0627 .1333 .5714

Ⅲ형 주민참여제도 

비중(2011~2017)
884 .3193 .0522 .1538 .5294

시: Ⅲ형 주민참여제도 

비중(2011~2017)
288 .3223 .0505 .1764 .4375

군: Ⅲ형 주민참여제도 

비중(2011~2017)
320 .3149 .0547 .1538 .5294

구: Ⅲ형 주민참여제도 

비중(2011~2017)
276 .3212 .0508 .1538 .5

기초단체장 재임여부 884 .4344 .4960 0 1

기초단체장 득표율 884 53.4966 12.5149 24.7 100

지방정부 분점 여부 884 .46154 .4988 0 1

기초자치단체 

주민 수
884 217497.1 207442.1 9975 1202628

기초자치단체 

고령화율
884 17.7487 7.6977 5.37 37.94

주민 1인당 지방세 884 370.1595 205.856 68 1253

재정자립도 884 .2830 .1333 .0474 .8011

봉사활동 인구 884 92183.85 91087.08 1116 730273

지방선거 투표율 884 60.8577 9.2296 43.2 81.6

공무원 규모 884 853.3948 428.8004 289 2987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884 3555.64 2749.266 507 1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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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계열 추이 분석

본 연구에서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는 크게 주

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으로 측정하였다.15). 먼저 주민참여

의 양적 수준인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의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의 시계열 추이를 연도별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면 <그림 4-1>과 같다.

우리나라 기초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은 평균

적으로 참여제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정부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제도화된 참여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

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4-1> 연도별 주민참여제도 평균 총 운영 건수의 변화

15)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의 기초통계량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의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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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을 기준으로 기초단위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의 양

적 수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2>와 같다.

<표 4-2> 현재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의 현황(2017년 기준)

16) 하나의 지방정부라도 조례화 한 경우는 조례화라고 표기하였음

순위 주민참여제도

해당 제도가 

시행 중인 

지방정부의 수

조례화 여부16)

1 민원게시판, 인터넷민원실 221 　
1 주민투표 221 조례화
1 주민감사 221 조례화
4 주민설명회 219 　
4 행정정보공개포털운영 219 　
6 심의위원회 218 조례화
7 정책평가단, 정책평가위원회 217 조례화 
8 인터넷게시판, 인터넷의견수렴 213 　
8 공청회, 인터넷공청회 213 조례화
10 주민자치위원회 211 조례화
11 주민참여예산제도 210 조례화

11 주민제안공모제도, 주민아이디어 
모집 210 조례화

13 주요 업무의 평가 및 감사결과 
공개 206 조례화

14 운영위원회 및 기타위원회 197 조례화
15 행정서비스주민만족도조사 193 조례화
16 자문위원회 190 조례화
17 시·군·구소식지 187 조례화
18 신문고직소민원 182 조례화
19 부조리(보상)신고 177 조례화
20 명예감시원제 159 조례화
21 모니터제, 사이버모니터제 137 조례화
22 정책설문조사, 여론조사 135 　
23 시·군·구민감사관제 129 조례화
24 정책포럼, 시민포럼 81 　
25 옴부즈만 61 조례화
26 명예공무원제 58 조례화
27 온라인토론광장, 정책토론방 54 　

28 시민고충처리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6 조례화

29 주민자치회 35 조례화
30 사후법규평가제 11 조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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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각각의 주민참여제도를 채택한 지방정부의 수의 변화 추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4-3>과 같다.

<표 4-3> 연도별 주민참여제도를 채택한 지방정부의 수(누적 합)

위의 표를 살펴보면, 민원게시판은 2005년을 기준으로 90% 이상 도입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7년 이후 모든 지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주민투표제도(2004년), 주민감사제도(2000년)

또한 2005년을 기준으로 100%의 지방정부가 운영 중이다.

신문고 및 직소 민원, 주민설명회, 정책 및 설문 조사 등의 주민참여제

도 도입 역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정책

주민참여제도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민원게시판 219 219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인터넷게시판 122 131 143 151 165 168 173 184 185 194 200 206 213

주민설명회 175 185 192 198 201 207 209 213 217 218 218 219 219

공청회 152 168 173 182 189 195 200 203 205 208 210 211 213

신문고 및 

직소민원
65 76 93 104 118 128 132 140 145 157 164 169 182

시·군·구소식지 146 151 159 163 169 175 178 179 179 180 182 184 187

행정정보공개 14 24 36 43 50 64 76 85 128 201 213 216 219

평가 및 

감사결과 공개
40 47 57 69 76 94 114 137 156 176 191 201 206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63 71 82 98 108 121 130 141 150 162 173 182 193

설문·여론조사 42 47 52 61 69 77 88 93 98 108 114 125 135

자문위원회 95 103 118 126 134 142 151 164 172 176 181 183 190

온라인토론방 6 6 7 8 10 13 16 20 30 51 52 52 54

주민참여예산 9 17 49 65 74 82 142 180 188 194 203 208 210

모니터제 19 25 33 45 70 79 92 105 117 126 133 134 137

운영위원회 144 149 153 158 164 167 174 176 181 184 190 194 197

명예공무원제 26 32 33 37 41 43 44 49 54 54 56 56 58

사후법규평가 0 0 0 0 0 0 0 0 1 1 6 7 11

주민제안공모 71 83 97 122 140 165 178 188 196 199 204 206 210

주민투표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주민감사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주민자치위원회 200 206 209 209 211 211 211 211 211 211 211 211 211

주민자치회 1 1 3 3 3 3 3 3 22 24 25 31 35

심의위원회 199 208 210 213 214 214 216 216 217 217 218 218 218

정책·시민포럼 8 9 11 13 17 24 31 37 42 55 66 70 81

명예감시원 85 90 96 107 115 119 124 131 140 144 151 156 159

부조리신고 25 30 43 66 82 104 135 148 156 160 168 173 177

시민고충처리관 5 10 13 16 17 20 24 25 25 27 31 34 36

옴부즈만 14 14 15 19 25 26 29 31 36 43 50 58 61

시민감사관 31 34 52 61 65 66 76 84 95 101 116 124 129

정책평가단 7 10 12 15 18 22 30 83 167 197 204 210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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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의 경우 2011년 이후 지방정부에서의 도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도입이 정체되는 것이 발견되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0년

이후 급격한 도입이 이루어져, 2017년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도입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민자치회, 정책포럼, 시민고충처리관(위원회),

시민감사관, 정책평가단(위원회) 등의 주민참여제도는 2005년 기준으로

도입이 하위수준에 머물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도입하는 지방정부

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지방정

부가 시행 중인 상위 10개 주민참여제도의 순위 변화를 연도별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의 <표 4-4>이다.

<표 4-4>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의 연도별 도입순위

본 연구의 분석의 시간적 범위인 2005년 이전부터 중앙정부에 의해 일

률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운영 수준은 저조한 주민투표와 주민감사제

도와 새올민원행정시스템의 전국적 도입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정부에

서 도입한 민원게시판을 제외하고, 연도별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순위를

살펴보았다. 2005년과 2008년은 정부가 주민을 상대로 하는 전통적 수단

의 주민참여 기제가 많이 도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은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참여의 수단인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주

순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1 주민투표 민원게시판 민원게시판 민원게시판 민원게시판
2 주민감사 주민투표 주민투표 주민투표 주민투표
3 민원게시판 주민감사 주민감사 주민감사 주민감사

4 주민자치
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5 심의위원회 주민자치
위원회

주민자치
위원회 심의위원회 행정정보공개

6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주민자치
위원회 심의위원회

7 공청회 공청회 공청회 공청회 정책평가단
8 시군구소식지 시군구소식지 시군구소식지 행정정보공개 인터넷게시판
9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주민제안공모 주민제안공모 공청회

10 인터넷게시판 인터넷게시판 운영위원회 정책평가단 주민자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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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여의 활성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2011년의 경우, 주민제

안 및 공모제도가 도입순위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행정정보의 공개, 정책평가단(위원회)의 도입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위의 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전통적으로

운영해 온 주민참여제도의 활용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새로

운 주민참여의 수단으로 주민의 참여가 직접적이고 활성화된 참여제도가

전통적으로 활용해왔던 주민참여제도의 자리를 대체하는 효과 또한 발생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4-5>는 연도별 각각의 주민참여제도의 운영 순위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여제도가 기재된 각 칸의 색상 명도는 정

보제공형 참여를 나타내는 연한 색에서부터 협의형 참여를 나타내는 중

간색, 마지막으로 적극적 참여를 나타내는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표 4-5> 연도 및 참여의 특성별 주민참여제도의 운영 순위 변화

순위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주민
투표

주민
투표

민원
게시
판

민원
게시
판

민원
게시
판

민원
게시
판

민원
게시
판

민원
게시
판

민원
게시
판

민원
게시
판

민원
게시
판

민원
게시
판

민원
게시
판

2 주민
감사

주민
감사

주민
투표

주민
투표

주민
투표

주민
투표

주민
투표

주민
투표

주민
투표

주민
투표

주민
투표

주민
투표

주민
투표

3
민원
게시
판

민원
게시
판

주민
감사

주민
감사

주민
감사

주민
감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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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제 Ⅲ형 제도가 전체 주민참여

시판 시판 시판 시판 회 회 회 예산
제 시판 단 단 예산

제
위원
회

11
자문
위원
회

자문
위원
회

자문
위원
회

자문
위원
회

주민
제안
공모

주민
제안
공모

인터
넷게
시판

시군
구소
식지

운영
위원
회

인터
넷게
시판

주민
참여
예산
제

인터
넷게
시판

주민
참여
예산
제

12
명예
감시
원

명예
감시
원

주민
제안
공모

주민
제안
공모

자문
위원
회

자문
위원
회

자문
위원
회

운영
위원
회

시군
구소
식지

주민
참여
예산
제

인터
넷게
시판

주민
제안
공모

주민
제안
공모

13
주민
제안
공모

주민
제안
공모

명예
감시
원

명예
감시
원

신문
고직
소민
원

신문
고직
소민
원

주민
참여
예산
제

자문
위원
회

자문
위원
회

운영
위원
회

평가
감사
공개

평가
감사
공개

평가
감사
공개

14
신문
고직
소민
원

신문
고직
소민
원

신문
고직
소민
원

신문
고직
소민
원

명예
감시
원

만족
도조
사

부조
리신
고

부조
리신
고

정책
평가
단

시군
구소
식지

운영
위원
회

운영
위원
회

운영
위원
회

15
만족
도조
사

만족
도조
사

만족
도조
사

만족
도조
사

만족
도조
사

명예
감시
원

신문
고직
소민
원

만족
도조
사

평가
감사
공개

평가
감사
공개

시군
구소
식지

시군
구소
식지

만족
도조
사

16
설문
여론
조사

평가
감사
공개

평가
감사
공개

평가
감사
공개

부조
리신
고

부조
리신
고

만족
도조
사

신문
고직
소민
원

부조
리신
고

자문
위원
회

자문
위원
회

자문
위원
회

자문
위원
회

17
평가
감사
공개

설문
여론
조사

설문
여론
조사

부조
리신
고

평가
감사
공개

평가
감사
공개

명예
감시
원

평가
감사
공개

만족
도조
사

만족
도조
사

만족
도조
사

만족
도조
사

시군
구소
식지

18
시민
감사
관

시민
감사
관

시민
감사
관

주민
참여
예산
제

주민
참여
예산
제

주민
참여
예산
제

평가
감사
공개

명예
감시
원

신문
고직
소민
원

부조
리신
고

부조
리신
고

부조
리신
고

신문
고직
소민
원

19
명예
공무
원제

명예
공무
원제

주민
참여
예산
제

설문
여론
조사

모니
터제

모니
터제

모니
터제

모니
터제

명예
감시
원

신문
고직
소민
원

신문
고직
소민
원

신문
고직
소민
원

부조
리신
고

20
부조
리신
고

부조
리신
고

부조
리신
고

시민
감사
관

설문
여론
조사

설문
여론
조사

설문
여론
조사

설문
여론
조사

행정
정보
공개

명예
감시
원

명예
감시
원

명예
감시
원

명예
감시
원

21 모니
터제

모니
터제

행정
정보
공개

모니
터제

시민
감사
관

시민
감사
관

행정
정보
공개

행정
정보
공개

모니
터제

14터
제

모니
터제

모니
터제

모니
터제

22
행정
정보
공개

행정
정보
공개

모니
터제

행정
정보
공개

행정
정보
공개

행정
정보
공개

시민
감사
관

시민
감사
관

설문
여론
조사

설문
여론
조사

시민
감사
관

설문
여론
조사

설문
여론
조사

23 옴부
즈만

주민
참여
예산
제

명예
공무
원제

명예
공무
원제

명예
공무
원제

명예
공무
원제

명예
공무
원제

정책
평가
단

시민
감사
관

시민
감사
관

설문
여론
조사

시민
감사
관

시민
감사
관

24
주민
참여
예산
제

옴부
즈만

옴부
즈만

옴부
즈만

옴부
즈만

옴부
즈만 포럼

명예
공무
원제

명예
공무
원제

포럼 포럼 포럼 포럼

25 포럼

시민
고충
처리
관

시민
고충
처리
관

시민
고충
처리
관

정책
평가
단

포럼
정책
평가
단

포럼 포럼
명예
공무
원제

명예
공무
원제

옴부
즈만

옴부
즈만

26
정책
평가
단 

정책
평가
단 

정책
평가
단 

정책
평가
단

포럼
정책
평가
단

옴부
즈만

옴부
즈만

옴부
즈만

온라
인토
론광
장

온라
인토
론광
장

명예
공무
원제

명예
공무
원제

27
온라
인토
론광
장

포럼 포럼 포럼

시민
고충
처리
관

시민
고충
처리
관

시민
고충
처리
관

시민
고충
처리
관

온라
인토
론광
장

옴부
즈만

옴부
즈만

온라
인토
론광
장

온라
인토
론광
장

28
시민
고충
처리
관

온라
인토
론광
장

온라
인토
론광
장

온라
인토
론광
장

온라
인토
론광
장

온라
인토
론광
장

온라
인토
론광
장

온라
인토
론광
장

시민
고충
처리
관

시민
고충
처리
관

시민
고충
처리
관

시민
고충
처리
관

시민
고충
처리
관

29
주민
자치
회

주민
자치
회

주민
자치
회

주민
자치
회

주민
자치
회

주민
자치
회

주민
자치
회

주민
자치
회

주민
자치
회

주민
자치
회

주민
자치
회

주민
자치
회

주민
자치
회

30
사후
법규
평가

사후
법규
평가

사후
법규
평가

사후
법규
평가

사후
법규
평가

사후
법규
평가

사후
법규
평가

사후
법규
평가

사후
법규
평가

사후
법규
평가

사후
법규
평가

사후
법규
평가

사후
법규
평가



- 122 -

제도 중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또한 평균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

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가 도입하는 다양한 주

민참여제도가 양적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지만, 그중 참여의 범위가 더

일반적이고, 참여의 강도 또한 정부와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제도의 도입

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2>를 살펴보면 2005년에 26% 수준에 머물렀던 제Ⅲ형 제도

의 비중은 2017년 3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원래 있던 주민

참여제도의 지속성을 가정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제 Ⅲ형 제도 도입이

다른 유형의 제도 도입보다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2> 연도별 Ⅲ형 주민참여제도 비중의 변화

한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부성과의 투명성을 측정하는 종합청렴

도지수는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

과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기초 지방정부 종합청렴도의 평균적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개별 지방정부 수준에서 청렴도지수의 산포도는 다양하

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 <그림 4-3>은 청렴도지수의 연도에

따른 평균적 추세선과 함께 개별 지방정부의 청렴도지수를 나타내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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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를 함께 표시하였다.

<그림 4-3> 연도별 기초 지방정부 청렴도의 변화

정부성과의 대응성을 측정하는 100%-(전체민원처리건수 대비 고충 민

원 및 기타민원 처리 건수의 합의 비중)과 공무원 1인당 전체민원처리

건수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 연도에 따른 평균적 추세선은 일정한 수

준을 유지하지만, 개별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산포도로 함께 표시한 결과는 <그림 4-4>, <그

림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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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연도별 기초 지방정부의 100%-(전체 민원처리 건수 대비

고충 민원 및 기타민원 처리 건수의 비중 %)

<그림 4-5> 연도별 기초 지방정부의 공무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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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의 시계열적 추이를 연도

별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면 <그림 4-6>과 같다.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지방정

부의 결과 값을 나타내는 산포도를 함께 표시하였다.

<그림 4-6> 연도별 기초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비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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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속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패널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에 투입된 주요 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부성과의 투명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을 살펴보면, 주민

참여제도의 양적 수준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고령화율과 투표율 또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반면

주민 수는 청렴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들은 모두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성과의 대응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은 주민 수가

양(+)의 상관관계, 참여제도의 양적 수준 및 고령화율은 음(-)의 상관관

계를 보인다.

정부성과의 효과성에서는 고령화율, 주민 1인당 지방세, 봉사활동 인

구, 지방선거 투표율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참여제도의 양적 수준 및

제 Ⅲ형 주민참여제도의 비중, 주민 수, 공무원 수와는 음(-)의 상관관계

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주민참여제도의 수준과 정부성과는 변수에 따라 양

(+)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 및 질적 수준이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한편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

든 변수의 분산팽창인자(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모든 변수의 VIF 지수는 10보다 작았으며, 전체 평

균 VIF는 3.1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4-6>'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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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000 

2
0.194

(0.000)
1.000 

3
0.609

(0.000)

0.683

(0.000)
1.000

4
-0.218

(0.000)

-0.001

(0.986)

-0.051

(0.132)
1.000 

5
-0.065

(0.056)

0.028

(0.404)

0.014

(0.678)

0.010

(0.767)
1.000

6
-0.145

(0.000)

-0.026

(0.438)

-0.118

(0.000)

-0.295

(0.000)

-0.044

(0.189)
1.000 

7
0.012

(0.713)

0.003

(0.932)

0.014

(0.672)

0.011

(0.749)

0.035

(0.296)

0.046

(0.167)
1.000

8
0.275

(0.000)

0.075

(0.026)

0.224

(0.000)

0.13

(0.000)

0.067

(0.046)

-0.662

(0.000)

-0.016

(0.643)
1.000 

9
-0.159

(0.000)

-0.022

(0.51)

-0.127

(0.000)

-0.255

(0.000)

-0.062

(0.065)

0.855

(0.000)

0.111 

(0.001)

-0.680

(0.000)
1.000 

10
0.117

(0.001)

0.060

(0.074)

0.032

(0.337)

-0.268

(0.000)

-0.039

(0.253)

0.118

(0.000)

-0.151

(0.000)

-0.050

(0.140)

-0.049

(0.149)
1.0000 

11
0.389

(0.000)

0.118

(0.000)

0.265

(0.000)

-0.000

(0.990)

0.049

(0.149)

-0.520

(0.000)

0.009

(0.779)

0.813

(0.000)

-0.536

(0.000)

0.114

(0.001)
1.000

12
-0.171

(0.000)

-0.016

(0.646)

-0.132

(0.000)

-0.201

(0.000)

-0.042

(0.216)

0.888

(0.000)

-0.045

(0.180)

-0.632

(0.000)

0.837

(0.000)

-0.027

(0.421)

-0.521

(0.000)
1.000

13
0.264

(0.000)

0.084

(0.012)

0.177

(0.000)

0.064

(0.056)

0.028

(0.401)

-0.575

(0.000)

-0.136

(0.000)

0.617

(0.000)

-0.684

(0.000)

0.429

(0.000)

0.541

(0.000)

-0.588

(0.000)
1.000

14
0.263

(0.000)

0.078

(0.020)

0.178

(0.000)

-0.003

(0.928)

0.040

(0.238)

-0.497

(0.000)

-0.018

(0.594)

0.842

(0.000)

-0.489

(0.000)

0.159

(0.000)

0.719

(0.000)

-0.468

(0.000)

0.560

(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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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참여 총 운영 건수 2. Ⅲ형 제도의 비중 3. 옴부즈만 4. 청렴도 5. 고충 및 기타민원의 비중 6. 1인당 세출결산

액 7. 단체장득표율 8. 주민수 9. 고령화율 10. 1인당 지방세 11. 봉사활동인구 12. 지방선거투표율 13. 재정자립도 14. 공

무원규모 15. 사회복지예산비중 16. 공무원 1인당 전체민원처리건수

15
0.217

(0.000)

0.053

(0.116)

0.184

(0.000)

0.254

(0.000)

0.053

(0.115)

-0.786

(0.000)

0.083

(0.014)

0.065

(0.000)

-0.645

(0.000)

-0.454

(0.000)

0.474

(0.000)

-0.718

(0.000)

0.280

(0.000)

0.307

(0.000)
1.000

16
0. 149

(0.000)

0.083

(0.014)

0.157

(0.000)

0.230

(0.000)

0.095

(0.005)

-0.566

(0.000)

0.024

(0.481)

0.586

(0.000)

-0.538

(0.000)

-0.230

(0.000)

0.432

(0.000)

-0.474

(0.000)

0.399

(0.000)

0.374

(0.000)

0.622

(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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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실증분석 결과

1. 주민참여제도의 수준이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이 지방정부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step-wise 방식의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본 연

구의 주요 설명변수인 주민참여제도를 제외하고 본 연구의 통제변수만

포함한 모형으로 정부성과의 투명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순차적

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이 정부성과의 투명성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종합청렴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주민

참여

제도

총 

참여제도건수

-0.0589**

*(0.0095)

-0.0631**

*(0.0096)

Ⅲ형 제도 

비중

1.0925**

(0.4525)

정치

요인

단체장 재임
-0.0117

(0.0318)

-0.0357

(0.0312)

-0.0417

(0.0311)

단체장 득표율
0.0020

(0.0016)

0.0032**

(0.0016)

0.0032**

(0.0016)

분점정부여부
-0.0464

(0.0390)

-0.0491

(0.0379)

-0.0465

(0.0378)

사회

경제

요인

주민수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고령화율
-0.0741**

*(0.0179)

-0.0170

(0.0197)

-0.0148

(0.0197)

재정자립도 0.5695 0.4880 0.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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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5, ***p<0.01, ( )=표준오차

<표 4-7>의 ‘모형 1’은 통제변수가 지방정부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을, ‘모형 2’는 주민참여의 양적 수준을 나타내는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

영 건수가 지방정부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모형

3’은 주민참여의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제 Ⅲ형 제도가 전

체 주민참여제도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정부의 투명성에 미치는

각각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2’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

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주민참여제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청렴도지수는 0.06 단위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3’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각각 상호통제한 경우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투명성에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Ⅲ형 제도 비중의

증가는 주민참여제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약 1단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0.3839) (0.3735) (0.3723)

1인당지방세
0.0001

(0.0003)

0.0005

(0.0003)

0.0004

(0.0003)

사회

문화

요인

자원봉사인구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지방선거

투표율

0.0228**

(0.0083)

0.0290***

(0.0082)

0.0274***

(0.0081)

행정

규모

요인

1인당 

세출결산액

-0.0002**

*(0.0000)

-0.0002**

*(0.0000)

-0.0002**

*(0.0000)

공무원정원
-0.0004**

(0.0001)

-0.0004**

(0.0001)

-0.0004**

(0.0001)

상수
9.1099***

(0.5948)

8.2714***

(0.5939)

8.0921***

(0.5963)
관측치 884 884 884

R2
within 0.2434 0.2859 0.2922

between 0.0975 0.0044 0.0028
overall 0.0738 0.0522 0.0490

F값 19.07*** 21.72***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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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은 행정의 투명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가 지방정부 행정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우선

정치적 요인에서 단체장의 득표율은 투명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알려진 주민 수,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와 같은 사회경

제요인은 지방정부의 투명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주민의 높은 소득이 정부의 정책집행에 필요한 자원

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정부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

지만(하능식·임성일, 2007),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수의 경우에도 기존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성과나 복지 관련 지출에서 유의미한 영향요인이라고 알려진 것(강윤호,

2002)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지지가 되지 않았다. 반

면, 사회문화요인 및 행정 규모 요인은 지방정부의 투명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투명성에는 긍

정적 효과를 주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는 자발적 협력

을 촉진해 사회의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민

주적 정부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Putnam, 1993)는 기존 연구의 결

과를 지지한다. 또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행정의 투명성에 긍정적 영향

을 미쳤다는 김병섭·김지은(2005)의 연구결과와도 같다.

반면, 행정 규모가 커질수록 투명성에는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수가 많을수록, 지방정부의 1인당 세출

결산액이 늘어날수록 행정의 투명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

부 규모가 작아질수록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준

다는 기존 연구(Tiebout, 1956; Bish & Ostrom, 1973)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앞서 기술통계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행정 규모가 큰 시(7.73)

와 군(7.71) 단위의 기초 지방정부의 종합청렴도 지수가 구(8.02) 단위의

종합청렴도 지수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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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투

명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정 규모를 고려하여 시군구로 구분한 고정효

과 패널 분석을 시행하였다. 고정효과 패널 분석이 동일한 개체 내에서

다양한 시점 간의 비교가 가능하고 누락변수의 편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 일반적 회귀분석에 비해 더욱 정교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체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패널 분석의 결

과 값 또한 분석에 포함된 개체들의 평균적인 경향에 대한 결과 값을 보

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시·군·구로 지방정부를 나누고 각 행정 규모에 따

라 주민참여제도의 수준이 행정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았

다. 그 결과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는 시·군·구 모두에서 음의 방

향으로 유의미한 결과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의 경우 시 규모의 지방정부에서만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가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통계량 분석에서 시 단위의 지방정부가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의 평균(0.3223)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8>과

같다.

<표 4-8> 주민참여제도가 규모별 지방정부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종합청렴도 시 군 구

주민

참여

제도

총 

참여제도건수

-0.0804

***

-0.0525

***

-0.0544

***

Ⅲ형 제도 

비중
1.9560** 1.3313 0.1533

정치

요인

단체장 재임 -0.0628 -0.0863 -0.0092

단체장 득표율 0.0068* 0.0017 -0.0008

분점정부여부 -0.0824 -0.0353 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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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5, ***p<0.01, ( )=표준오차/ 구는 고정효과 모형이 유의미하지 않았음

한편, 본 연구의 시계열 분석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연구에 포함된 주민참여제

도의 수가 30개로 일정한데, 질적 수준이 증가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

면서 새롭게 지방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제 Ⅲ형 제도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의 정도에

따라 지방정부의 투명성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아래의

<그림 4-7>은 시간에 따른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의 변화가 투

명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제 Ⅲ형

제도 비중의 수준에 따라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사회

경제

요인

주민수 -0.0000 -0.0000 -0.0000

고령화율 -0.0252 -0.0391 -0.0851*

재정자립도 0.0759 0.8342 1.1478*

1인당지방세 0.0010** 0.0004 -0.0007

사회

문화

요인

자원봉사인구 0.0000 0.0000 0.0000

지방선거

투표율
0.0105 -0.0034 0.0384***

행정

규모

요인

1인당 

세출결산액
-0.0003**

-0.0002

***
0.0006*

공무원정원 -0.0003* -0.0007** -0.0003

상수 9.4010***
10.8931

***
7.5022***

관측치 288 320 276

R2
within 0.3928 0.3355 0.2032

between 0.0081 0.0018 0.0031
overall 0.0609 0.0642 0.0148

F값 10.10*** 8.81***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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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주민참여제도 질적 수준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 추이

제 Ⅲ형 제도의 비중이 높은 지방정부의 경우 행정의 투명성은 주민참

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가 증가할수록 청렴도지수는 일정하거나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반면, 제 Ⅲ형 제도의 비중이 낮은 지방정부

의 경우 제 Ⅲ형 제도의 비중이 평균적 수준에 머무른 지방정부에 비해

음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시·군·구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시행한 결과 값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이

증가할수록 청렴도에는 평균적으로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준다. 다시 말해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이

낮은 지방정부가 질적 수준이 높은 지방정부의 결과값을 상쇄하는 방향

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포함한 주민참여제도의 중에서 청렴도에 영향을 직

6.5

7

7.5

8

8.5

청
렴

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주민참여제도 총 운영건수  

낮은 질적수준 평균적 비중 
높은 질적수준 

주민참여제도의 질적수준에 따른 청렴도 변화    



- 135 -

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주민참여제도(신문고, 부조리신고제도,

옴부즈만, 시민감사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방정부가 얼마나 많이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

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추가로 확인해보았다. <그림 4-8>을 살펴보

면, 평균적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청렴도는

음의 기울기의 추세선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부패방지제도의 도

입수준이 높은 지방정부가 도입수준이 낮은 지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8> 부패방지제도의 양적 수준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 추이

7

7.5

8

8.5

청
렴

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주민참여제도 총 운영건수  

낮은 수준 평균

높은 수준 

부패방지제도의 양적 수준에 따른 청렴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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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이 지방정부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

주민참여가 지방정부의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투명성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step-wise 방식의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지방정부의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표 4-9>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1

100%-(고충및기타민원의비중) 모형 4 모형 5 모형 6

주민

참여

제도

주민참여제도

총 건수

-0.4079**

(0.2012)

-0.4361**

(0.2047)
Ⅲ형 제도 

비중

7.3693

(9.7040)

정치

요인

단체장 재임
-0.9443

(0.6632)

-1.1159*

(0.6670)

-1.1563*

(0.6693)

단체장 득표율
-0.0190

(0.0336)

-0.0111

(0.0337)

-0.0116

(0.0338)

분점정부여부
-0.3278

(0.8119)

-0.3474

(0.8100)

-0.3293

(0.8107)

사회

경제

요인

주민수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고령화율
-0.2610

(0.2857)

0.1857

(0.3602)

0.2060

(0.3613)

1인당지방세
-0.0025

(0.0065)

0.0004

(0.0066)

0.0001

(0.0066)

사회

문화

요인

자원봉사인구
-3.02e-06

(7.76e-06)

-1.43e-06

(7.78e-06)

-1.39e-06

(7.78e-06)
지방선거

투표율

0.2483

(0.1739)

0.2840

(0.1744)

0.2735

(0.1750)

행정

규모

요인

재정자립도
11.2937

(7.9549)

10.8478

(7.9389)

10.6874

(7.9443)

공무원정원 -0.0006 -0.0003 -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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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5, ***p<0.01, ( )=표준오차

<표 4-9>의 ‘모형 5’는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가 지방정부의 대

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모형 6’은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

및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제 Ⅲ형 제도가 전체 주민참여제도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모두 포함한 모형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5’에서 주민참여제도 총 운영 건수의 증가

는 지방정부의 대응성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제도의 총 건수와 제 Ⅲ유형의 제도 비중을 함께 투입한 ‘모형

6’의 경우 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는 지방정부 대응성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만 제 Ⅲ유형의 참여제도 비중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행정의 대응성을 고충 민원과 기타민원을 합

한 민원이 전체 민원처리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100%를 뺀 값으

로 측정하였을 때, 기타민원을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 및 질의로 해석한

다면 기타민원은 주민 참여적 속성을 가질 수 있음을 서술한 바 있다.

즉 주민참여제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행정의 대응성이 감소한다는 본

분석의 결과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가 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고충 및 기타민원의 양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대응성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제도

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의사결정의 장의 다양화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

에 참여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0.0030) (0.0030) (0.0030)

상수
80.3159***

(12.5453)

74.4793***

(12.8421)

73.2007***

(12.9562)
N 879 879 879

R2
within 0.0154 0.0216 0.0224

between 0.0110 0.0083 0.0087
overall 0.0055 0.0055 0.0059

F값 1.01 1.30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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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은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공무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를 분석하면 주민참

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의 증가가 행정의 대응성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이 증가할수

록 공무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 건수 또한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는 줄어들어야 행

정의 대응성은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이 늘어날수록 행정의 대응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민원처리 건수의 증가를 행정의 효율성의 지표로 측정한

다면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공무원 1인당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강황선·김미선, 2009; 최창

현, 2013; 조수연, 2017), 반대로 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민원업무의 증가

는 주민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 차원에서는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그

외 통제변수의 경우 주민 수가 늘어날수록 민원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날수록 민원처리 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

는 분석결과는 주민의 수는 적을수록, 민원을 처리할 공무원의 수는 많

을수록 행정의 대응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타남을 의미하는 결과이

다.

<표 4-10>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2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건수 모형 7 모형 8 모형 9

주민

참여

제도

총 

참여제도건수

0.0393**

(0.0165)

0.0378**

(0.0168)

Ⅲ형 제도 

비중

0.3807

(0.7916)

정치

요인

단체장 재임
0.0665

(0.0540)

0.0826

(0.0543)

0.0805

(0.0545)

단체장 득표율
-0.0027

(0.0027)

-0.0035

(0.0027)

-0.0035

(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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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5, ***p<0.01, ( )=표준오차

한편, <표 4-11>'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제도의 수준이 지방정부를 시·

군·구로 유형화하였을 때 행정의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은 시 단위의 지

방정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

다. 시 단위의 경우에도 약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앞서 분석한 <그림 4-7>의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행정의 투명성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가 나타난 것과는 달리 행정의 대응

성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의 차이에 따른 효과가 차별적

분점정부여부
-0.0376

(0.0663)

-0.0358

(0.0661)

-0.0349

(0.0661)

사회

경제

요인

주민수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고령화율
-0.0235

(0.0305)

-0.0615*

(0.0343)

-0.0608**

(0.0344)

재정자립도
0.0625

(0.6525)

0.1168

(0.6506)

0.1069

(0.6513)

1인당지방세
-0.0002

(0.0005)

-0.0004

(0.0006)

-0.0004

(0.0006)

사회

문화

요인

자원봉사인구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지방선거

투표율

-0.0094

(0.0141)

-0.0135

(0.0142)

-0.0141

(0.0143)

행정

규모

요인

1인당 

세출결산액

0.0000

(0.0001)

0.0000

(0.0001)

0.0000

(0.0001)

공무원정원
-0.0006***

(0.0002)

-0.0007***

(0.0002)

-0.0007***

(0.0002)

상수
5.9167***

(1.0110)

6.4758***

(1.0344)

6.4134***

(1.0432)
관측치 884 884 884

R2
within 0.0559 0.0641 0.0644

between 0.4186 0.4749 0.4753
overall 0.3315 0.3761 0.3765

F값 3.51*** 3.71***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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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1> 주민참여제도가 규모별 지방정부의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

*p<0.1, **p<0.05, ***p<0.01, ( )=표준오차

3)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이 지방정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1) 지방정부의 효과성: 전체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방식의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예

산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4-12>의 분

석결과를 확인해보면,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는 지방정부의 효과

성에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주민참여제도

의 양적 수준이 증가할수록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

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치·제도적 요인이

사회복지예산의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오영민·

신헌태, 2017; 이재현, 201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을 측정한 제 Ⅲ형 제도의 비중이 지방정부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건수 시 군 구

주민

참여

제도

총 

참여제도건수
0.0642* 0.0051 0.0061

Ⅲ형 제도 

비중
2.6793 -0.8361 -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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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p<0.1, **p<0.05, ***p<0.01, ( )=표준오차

전체 대비 사회복지예산비중 모형 10 모형 11 모형 12

주민

참여

제도

총 

참여제도건수

0.6047***

(0.0629)

0.6039***

(0.0638)

Ⅲ형 제도 

비중

0.2249

(2.9937)

정치

요인

단체장 재임
0.1674

(0.2163)

0.4278**

(0.2043)

0.4267**

(0.2050)

단체장 득표율
0.0096

(0.0108)

-0.0036

(0.0102)

-0.0036

(0.0102)

분점정부여부
0.0489

(0.2645)

0.0785

(0.2477)

0.0791

(0.2480)

사회

경제

요인

주민수
0.0001***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고령화율
0.9953***

(0.1217)

0.4044**

(0.1295)

0.4047**

(0.1297)

재정자립도
-26.266***

(2.6184)

-25.716***

(2.4523)

-25.723***

(2.4563)

1인당지방세
-0.0014

(0.0022)

-0.0048**

(0.0021)

-0.0048**

(0.0021)

사회

문화

요인

자원봉사인구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지방선거

투표율

0.1503***

(0.0564)

0.0847

(0.0533)

0.0844

(0.0535)

행정

규모

요인

1인당 

세출결산액

-0.0002

(0.0003)

-0.0005*

(0.0003)

-0.0005*

(0.0003)

공무원정원
-0.0018*

(0.0010)

-0.0022**

(0.0009)

-0.0022**

(0.0009)

상수
-0.7413

(4.0395)

8.0355*

(3.8908)

8.0014*

(3.9201)
관측치 882 882 882

R2
within 0.4202 0.4925 0.4925

between 0.0068 0.2620 0.2619
overall 0.0105 0.2696 0.2694

F값 42.83*** 52.49*** 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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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를 시·군·구로 구분하여 각각의 집단을 고정효과 패널 분석한

결과 또한 전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모두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의 지방정부 모두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

이 증가할수록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13> 주민참여제도가 규모별 지방정부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p<0.1, **p<0.05, ***p<0.01, ( )=표준오차

(2) 지방정부의 효과성: 주민의 삶의 질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성과의 효과성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

책과 공공서비스의 결과의 산출관점에서의 성과를 의미하며, 채택한 정

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인 주

민만족도로 측정하는 것은 행정의 효과성 개념에 더욱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 ‘사회조사’ 통계자료의 설문내용이

시·군·구 단위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초 지방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패널 분석에서는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정

부성과 효과성의 측정지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 서울시 주민에 대한 삶의 만족 수준을 측정하

전체 대비 사회복지예산비중 시 군 구

주민

참여

제도

총 

참여제도건수

0.7442***

(0.1177)

0.3082***

(0.0774)

0.3857***

(0.1165)

Ⅲ형 제도 

비중

-9.7406

(5.9988)

4.8146

(3.4663)

8.2426

(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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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울서베이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서베이를 실시하는 목적은 서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 분석을 통해 현재 도시발전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정 변화에 따른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

하는 데 있다. 서울서베이는 가구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매

년 조사가 시행된다.

본 분석에서 활용한 질문의 문항은 “귀하의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

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만족 정도를 아래 평가 기준에 따

라 말씀해 주십시오(매우 만족:5, 약간 만족:4, 보통이다:3, 약간 불만족:2,

매우 불만족:1).”이며 주거수준, 경제수준, 사회수준, 교육수준에 대한 개

별 측정치 및 종합측정치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은 곧 삶의 질을 의미한다.

기존연구에서 활용하는 대부분의 삶의 질 측정지표는 물리적, 정서적, 총

체적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의 BLI(Better Life Index)는

삶의 질이 가지는 다차원적 특징과 개인이 향유하는 삶의 미시적 속성 모두

를 포괄하고자 물질적 생활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n)과 주관적 삶의 질

(subjective quality of life)의 두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물질적 삶의 조건

영역에서는 소득 및 주거수준, 직업상태 등을 측정하며, 주관적 삶의 질 영

역에서는 주관적 생활조건인 건강 및 교육수준, 보건과 안전수준, 환경수준,

시민참여 및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측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성과의 측정지표에서 삶의 질의 효과를 주민참여제도와

의 관계에서 측정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 주민들이 참여제도를 통해 정부

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는 더 나은 삶, 다시 말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이 있으며, 동시에 지방정부가 추구하는 목표 또한 공공복리 증진을 통

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을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수요에 맞

는 다양하고 적절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종적으

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확대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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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의 질을 높여 결과적으로 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주요 영향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추가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총 300개 측정치이

며, 시간적 범위는 삶의 질 조사가 시행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년으

로 완전균형패널을 구축하였다. 분석방법은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시행하였

다. 추가분석에 투입된 변수는 종속변수인 삶의 질 변수를 제외하고 이전의

패널 분석에서 활용한 설명변수 및 통제변수를 동일하게 투입하였다. 삶의

질 변수는 주거수준, 경제수준, 사회수준, 교육수준에 대한 개별 측정치를

모두 합한 뒤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묶기 위해 크롬바하 알파 값을 측정한 결과

0.9494로 나타나 개별변수의 합의 평균값을 종합적 삶의 질 변수로 사용

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행정의 효과성을 측정한 추

가분석의 결과가 본 연구 분석의 결과와 같이 지방정부의 평균적 경향을

설명하는 일반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삶의 질 변수 이외에 행정의 투명

성, 대응성, 효과성을 측정한 지표를 종속변수로 투입했을 때의 분석결과

가 평균적 경향과 일치하거나 적어도 구 단위의 기초 지방정부 수준에서

는 그 결과가 같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패널데이터

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만 분석에 포함하여 고정효과 패널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제도가 행정의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전체 대비 사회복지예산

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기초단위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패널 분

석한 것과 결과의 평균적 경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따라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정부성과의 효과성 측정지표로서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기초 지방정부의 평균

적 경향으로 간주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부록에 결과를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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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추가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 4-14>와 같

다. 삶의 질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적으로

5.47점으로 10점 수준에서 중간 정도의 삶의 질을 나타낸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들은 평균적으로 18개 정도의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Ⅲ형 주민참여제도의 비중은 32% 수준으로 나타

나 앞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측정한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

영 건수(17개) 및 제 Ⅲ형 제도의 비중(30%)보다 살짝 높은 수준을 보인

다.

<표 4-1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관측

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초 자치구 삶의 질 300 5.4691 .4388 4.095 6.6925

주민참여제도의 

총 건수(2006~2017)
300 17.95 4.4557 9 27

Ⅲ형 주민참여제도 

비중(2006~2017)
300 .3248 .0536 .1429 .4545

기초단체장 재임여부 300 .4 .4907 0 1

기초단체장 득표율 300 54.112 7.4550 35.51 78.06

지방정부 분점 여부 300 .3866 .4878 0 1

기초자치단체 

주민 수
300 405325 128690 125249 685279

기초자치단체 

고령화율
300 11.004 2.514 6.12 17.39

주민 1인당 지방세 300 217.22 174.37 40 985

봉사활동 인구 300 14.423 6.7075 2.46 35

지방선거 투표율 300 54.108 3.9196 46.8 61.7

재정자립도 300 44.518 17.158 17.5 90.5



- 146 -

나. 시계열 추이 분석

<그림 4-9>와 <그림 4-10>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로 서울

특별시 자치구가 도입,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 및 전체

제도 중 제 Ⅲ형 제도의 비중의 평균값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특별

시 자치구의 주민참여제도 평균 총 운영 건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제 Ⅲ형 참여제도가 전체 주민참여제도에서 차지하는 비

중 역시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자치구가 새롭게 도

입하는 주민참여제도 중 제 Ⅲ형 제도가 다른 유형의 제도에 비해 도입

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4-9> 연도별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 변화

1인당 세출결산액 300 862.29 364.77 363 2699

공무원 규모 300 1251.1 102.12 1046 1536

10
15

20
25

30

2005 2010 2015 2020
year

연도별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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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연도별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 변화

<그림 4-11> 연도별 서울특별시 자치구 삶의 질 점수 변화

4
5

6
7

2005 2010 2015 2020
year

삶의 질 연도에 따른 추세선  

다음으로 위의 <그림 4-11>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주민의 삶의 만족

수준을 측정하는 삶의 질 점수 변화의 시계열 추이를 연도별 평균값을

.1
.2

.3
.4

.5

2005 2010 2015 2020
year

Ⅲ연도별 제 형 주민참여제도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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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분석한 것이다. 삶의 질 점수는 평균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

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즉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주민들은 자신을

둘러싼 생활환경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

과이다.

다. 연속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고정효과 패널 분석에 앞서 종속변수인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분석에 투입된 주요 변수 간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 및 제 Ⅲ형 제도의 비중

과 삶의 질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음이 확인된다. 그 밖에 지방선거

투표율, 봉사활동등록인구 등의 변수 또한 삶의 질과 양(+)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증하는 평균 분산팽창지수(VIF) 값

은 3.63이며, 각각의 독립변수들 또한 VIF 값이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모형에 투입된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15>는 추가적 분석에 투입된 연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5> 주요 연속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제도

총건수

Ⅲ형

제도

비중

삶의질
단체장

득표율

주민 

수

고령화

율

1인당

지방세

봉사활

동인구

지방

선거

투표율

재정

자립도

공무원

규모

제도총

건수
1.0000

Ⅲ형제도

비중

 

0.3198

***

1.0000

삶의질
0.461

***

0.117

**
1.0000

단체장

득표율

-0.182

***

-0.132

**
-0.09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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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5, ***p<0.01, ( )=표준오차

라. 실증분석 결과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하였으며, 연구모형에 단계적으로 주요 설명변수

를 투입하는 step-wise 방식을 활용하였다. ‘모형 17’은 설명변수를 제외

한 통제변수만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모형 18’과 ‘모형 19’는 단계

적으로 설명변수를 투입하여 최종적으로 ‘모형 19’에서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서로 통제하여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독립적 영

향력을 분석하였다. 한편, 지방정부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참여

제도의 양적 및 질적 적정 수준이 존재하는지 각각의 제곱 항을 분석에

투입해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주민참여제도의 수준이 지방정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16>과 같다.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가 증가할수록

서울특별시 자치구 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제

Ⅲ형 제도의 비중은 지방정부의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자원봉사등록률이 증가할수록, 재

정자립도는 높아질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반면 단체장의 재선

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주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민수 0.0087
-0.238

***

0.2135

***

0.1367

**
1.0000

고령화

율

0.6621

***

0.1781

***

0.2570

***

-0.212

***

-0.496

***
1.0000

1인당지

방세

0.1253

**

0.2019

***

0.2061

***

-0.115

**

-0.508

***

0.3364

***
1.0000

봉사활

동인구

0.7624

***

0.1897

***

0.4839

***

-0.183

***
-0.008

0.6575

***

0.3187

***
1.0000

지방선

거투표

율

0.7360

***

0.2483

***

0.4931

***

-0.195

***
-0.017

0.6335

***

0.2087

***

0.7686

***
1.0000

재정자

립도

-0.256

***
0.0822

0.1088

*
0.0676

-0.202

***

-0.249

***

0.6944

***

-0.128

**

-0.153

***
1.0000

공무원

규모

0.2374

***

-0.188

***

0.2728

***

0.1119

*

0.6161

***
-0.061 0.0347

0.2683

***

0.2496

***

0.1499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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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표 4-16> 참여제도가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삶의 질 모형 13 모형 14 모형 15

주민

참여

제도

총 

참여제도건수

0.0267**

(0.0107)

0.0265** 

(0.0111)

Ⅲ형 제도 

비중

0.0378

(0.5080)

정치

요인

단체장 재임
-0.1750***

(0.0585)

-0.1722***

(0.0579)

-0.1725*** 

(0.0583)

단체장 득표율
-0.0004

(0.0038)

0.0002

(0.0037)

0.0002

(0.0038)

분점정부여부
0.0891*

(0.0531)

0.0937*

(0.0527)

0.0940*

(0.0529)

사회

경제

요인

주민수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고령화율
0.0844*

(0.0459)

0.0510

(0.0474)

0.0517

(0.0484)

재정자립도
0.0124**

(0.0051)

0.0143***

(0.0051)

0.0142*** 

(0.0052)

1인당지방세
-0.0006

(0.0010)

-0.0009

(0.0010)

-0.0009

(0.0010)

사회

문화

요인

자원봉사인구
0.0304***

(0.0102)

0.0278***

(0.0102)

0.0277*** 

(0.0103)
지방선거

투표율

-0.0024

(0.0138)

-0.0070

(0.0138)

-0.0070

(0.0139)

행정

규모

요인

1인당 

세출결산액

-0.0000

(0.0003)

0.0001

(0.0003)

0.0001

(0.0003)

공무원정원
0.0002

(0.0006)

0.0002

(0.0006)

0.0002

(0.0006)

상수
2.0610

(1.3020)

2.0914

(1.2894)

2.0798

(1.3012)
관측치 300.0000 300.0000 300.0000

R2 within 0.4337 0.4468 0.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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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5, ***p<0.01, ( )=표준오차

2. 민주적 정부성과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적정 수준 확인

1) 주민참여제도 적정 수준의 확인: 행정의 투명성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정부의 필요 때문에 의도적으로 도입된다. 그러므

로 개별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는 시기, 어떤 참여제도를 도입하는지는

지방정부 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인터넷 민원게시판, 주민감사제도, 주

민참여예산제 등과 같이 중앙 또는 광역 지방정부의 선도적 도입, 법규

에 따른 강제적 도입으로 일괄적으로 기초단위의 지방정부에 도입되는

예도 있지만, 정책포럼이나 시민감사관제 등과 같이 각 지방정부가 필요

에 의한 독립적 판단으로 정책과정 내 도입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빈번하

다.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에 도입된 다양한 주민참여제

도의 전체적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야 정부의 민주적 성과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제도의 수준이 각각의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별적으

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또는 질적 수

준이 어느 정도의 임계점에 도달해야 민주적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

는지, 만약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작

용할 수 있는지, 정부의 규모가 주민참여제도의 수준과 정부의 민주적

성과 간 인과관계에서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요구된다. 주민참

여제도의 적정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의 이차항

과 제 Ⅲ형 주민참여제도의 이차항을 최종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과

between 0.3562 0.3472 0.3471
overall 0.2787 0.2656 0.2657

F값 18.38*** 17.7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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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적정 수

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은 전체 기초단위의 지방정

부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이 행정의 투명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적정 수준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세부적으로는 군 단위의 지방정부

에서 행정의 투명성에 유의미한 차별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4-17> 주민참여제도와 행정의 투명성 간 비선형 관계

*p<0.1, **p<0.05, ***p<0.01, ( )=표준오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 위의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을 모두 각각의 평균에

고정하고,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가 지방정부의 투명성에 미치는

효과를 그래프로 도식화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4-12>와 같다.

<그림 4-12>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이

정부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확률을 보여준다. 주민참여제도의

평균 총 건수가 증가할수록 청렴도는 약한 음(-)의 기울기를 가지며 기

울기의 추세는 참여제도의 평균 운영 건수가 약 20개를 넘어서는 수준에

서부터 점점 0에 근접하게 나타나 정부성과의 투명성은 일정 수준에 수

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명성 전체 시 군 구

주민

참여

제도

총 참여제도

운영건수

-0.184

***

-0.154

**

-0.223

***

-0.167

**

Ⅲ형 제도

 비중
0.865*

1.802

**
1.0953 -0.030

참여제도

운영건수제곱항

0.0033

***
0.002

0.0049

**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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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참여제도의 양적 적정수준-1

그러나 <그림 4-13>과 같이 군 단위의 지방정부로 분석대상을 한정하

여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가 평균적으로 20개 정도 운영되는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주민참여제도가 기초

지방정부 전체적 수준에서 확인한 결과에 비해 보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

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참여제도의 적정 수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는 초기부터 중기에 이르기까지는

참여제도가 민주적 정부성과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정책과정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민주적 성과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도의 제도화

수준이 심화되거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한 제도의 수가 증가하고

정교해질수록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거나 정부의 성과가 증가했다(Jho,

W., & Song, K. J., 2015 ;정형기·이재완, 2018)는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7
7.5

8
8.5

9
청

렴
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주민참여제도의 총 건수  

Adjusted Predictions with 95% 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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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림 4-13>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참여제도의 양적 적정수준-2

2) 주민참여제도 적정 수준의 확인: 행정의 대응성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인 적정 수준

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패널 분석에 포함된 각각의 변수 값을 평

균에 고정하고 참여제도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대응성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그래프로 도식화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4-14>와 같다.

<표 4-18>은 기초 지방정부 전체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행정의 대응성

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제도의 적정 수준은 확

인할 수 없었지만, 구 단위의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 뚜렷하게 주민참여

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가 지방정부의 대응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적정 수준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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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그림 4-14>를 보면, 주민참여제도가 평균적으로 약 10개

부터 19개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오히려 공무원 1인당 전체 민원

처리 건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가

평균적으로 20개를 넘어서서부터는 서서히 공무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

건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행정의 대응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구는 서울특별시와 지방 광역시 내의 자치구

들이다. 구 단위의 공무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 건수는 1530건으로 시

(678건)와 군(338건) 단위의 지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해야 할

민원의 건수가 많다. 자치구의 주민참여제도 평균 총 운영 건수는 약 19

개로 시(20개)와 군(18개)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즉 분석에 포함된 자

치구 중에서 주민참여제도 총 운영 건수의 평균적 수준을 넘어서는 자치

구들의 경우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이 증가할수록 행정의 대응성에는

통계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차별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그림 4-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표 4-18> 참여제도의 양적 수준과 행정의 대응성 간 비선형 관계

*p<0.1, **p<0.05, ***p<0.01, ( )=표준오차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건수
전체 시 군 구

주민

참여

제도

총 참여제도

운영건수
0.0504 -0.061 0.0441

0.1973

**

Ⅲ형 제도 

비중
0.4047 2.4174 -0.782 -0.261

총 참여제도 

운영건수 제곱항
-0.0003 0.0034 -0.001

-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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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적정수준

반면,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적정 수준을 확

인한 <표 4-19>의 결과는 기초단위의 지방정부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림 4-15>와 같이 시 단위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은 증가할수

록 행정의 대응성에는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제Ⅲ형 제도가 전체 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공무

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하면 민원은 크게 일반민원과 고

충 민원으로 구분된다. 일반민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

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

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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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단위 공무원 인당 전체민원처리건수 변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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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가 가능한 민원이다. 질의 민원은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

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며, 건의 민원은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은 법정 민원, 질의 민

원, 건의 민원 및 고충 민원 외 행정기관에 행정절차나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다, 고충 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5호에

따른 고충 민원으로 옴부즈만 고충 민원 접수대상 민원을 말한다.

본 연구의 제Ⅲ형 주민참여제도는 정책토론방, 주민투표 및 감사제도,

주민제안공모제도, 신문고 및 직소 민원, 옴부즈만, 부조리신고제, 시민감

사관, 시군구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주민 개인이 질

의·건의·고충 민원 및 기타민원으로 행정기관에 직접 접수하는 것과 더

불어 제Ⅲ형 참여제도에 속하는 해당 주민참여제도를 통해서 민원의 내

용을 공론화하고 민주적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이러한 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

어, 시민감사관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를 제보하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이나 불만 사항을 제보, 건의하여 시정발전과 관련한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18). 주민이 개인적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

기하는 것 뿐 아니라 이러한 시민감사관제도를 통해서도 민원은 발생한

다. 그러므로 <그림 4-15>가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이 증가할수록

공무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 건수가 증가하여 행정의 대응성이 감소한다

는 단편적 해석보다는 주민 개인이 해당 주민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18)

http://www.gyeongju.go.kr/news/page.do?mnu_uid=1334&parm_bod_uid=172582

&step=258 (경주시, 제1기 시민감사관 위촉 및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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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참여제도의 질적 수준과 행정의 대응성 간 비선형 관계

*p<0.1, **p<0.05, ***p<0.01, ( )=표준오차

<그림 4-15>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적정수준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건수
전체 시 군 구

주민

참여

제도

총 참여제도

운영건수

0.0401

**

0.0854

**
0.0057 0.0069

Ⅲ형 제도 

비중
-4.065

-24.23

**
-1.959 -3.869

Ⅲ형 제도 

제곱항
6.9754

43.869

**
1.7232 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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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활용하여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

적 수준이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한 최종 결과

는 다음의 <표 4-20>과 같다.

<표 4-20> 가설의 검증

가설 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투명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2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대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3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투명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2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대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3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제도의 적정 수준이 존재할 것이다.
H3-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비선형 관계에 있을 것이다. 채택
H3-2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비선형 관계에 있을 것이다. 기각
H3-3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대응성과 비선형 관계에 있을 것이다. 채택
H3-4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대응성과 비선형 관계에 있을 것이다. 채택
H3-5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효과성과 비선형 관계에 있을 것이다. 기각
H3-6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효과성과 비선형 관계에 있을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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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지방정부는 여러 이유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지

방정부는 다양한 성격의 주민참여제도를 지속해서 도입하고 운영 중이

다. 그중에서도 정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하는 주된

이유는 민주적 정부성과의 제고에 있음을 본 연구는 주목하였다. 왜냐하

면, 지방정부의 목적은 행정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증진해 최종적으로는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 질 확대를 꾀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민참여제도가 확대되는 것이 실제로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

과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만으로는 정부성과 측면에서 효과로 연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

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인가? 오히려 너무 많은 참여제도는 행정

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참여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

르러야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제고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등의 의문이 생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지방정

부의 민주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한 걸

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기초단위의 지방정부가 현재까지 운영 중인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운영 현황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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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주민참여제도의 양

적 및 질적 수준의 증가가 정부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은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로,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은 전체 참여제도 대비 제 Ⅲ형

제도의 비중으로 측정하였으며, 정부성과는 행정의 투명성, 대응성, 효과

성으로 측정하였다. 행정의 투명성은 지방정부의 종합청렴도 지수, 행정

의 대응성은 전체 민원처리 건수 대비 고충·기타민원의 합의 비중, 공무

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 건수로, 행정의 효과성은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

지예산의 비중과 주민 삶의 질로 측정하였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적정 수준이 존재할 것으로 가정

하고 주민참여제도 총 운영 건수 및 제 Ⅲ형제도 비중의 제곱 항을 각각

투입하여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적정 수준과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간 비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민

주적 성과 측정의 결과지표로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25

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활용하여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의 효

과를 계량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참여제도 양적 수준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질적 수준을 측정한 제 Ⅲ형 제도

의 비중은 증가할수록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주민참여제도 총 운영 건수의 제곱 항의

통계적 유의미성도 검증되어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와 지방정

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인 적정 수준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군 단위 지방정부의 경우 참여제도의 운영 건수가 지

방정부 평균에 이르기까지는 투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지만, 평균보다 많은 참여제도를 운영하는 군 단위 지방정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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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참여제도의 운영 건수가 늘어날수록 행정의 투명성에는 긍정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민참여제도 양적 수준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대응성에 부정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행정의 대응성을 전체 민원에서 고충 민

원과 기타민원의 합의 비중으로 측정한 경우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

의 증가는 대응성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구 단위 지방정부의 경우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이 평균

을 넘어선 지방정부의 경우 오히려 행정의 대응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시 단위 지방정부의 경우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

이 평균수준을 넘어서면 행정의 대응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이러한 결과는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이 행정의 대응성에 부정

적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해당 주민참여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제도 양적 수준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효과성에 긍정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이 행정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및 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

는 주민참여제도의 적정 수준의 확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로

시행한 패널 분석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이 증가할수록 주민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의 정도가 지방

정부 성과의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 각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행

정의 투명성과 대응성에서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이지만, 행

정의 효과성에는 일관적으로 긍정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 시행이 증가하는 것이 정

부성과의 어떤 속성을 측정하는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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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증명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과

일부 지방정부의 성과지표 간 비선형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정부성

과 제고를 위한 참여제도의 적정 수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제 2절 연구의 함의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고, 민주주의는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 주민참여는 곧 주민의 복리 증진

이라는 지방정부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이승종 외, 2015).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정치가 어떻게 작

동하는가에 달려있으며, 지방 수준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

도적 수단들이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각각의 주민참

여제도가 가지는 효과 또는 지방정부의 특정 부문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력을 분석하거나,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사례로 참여제도 시행의 효과 분

석, 특정 참여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정부 간 비교연구, 참여제도의 활성

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지방

정부 정책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집합적 효과뿐 아니

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누적된 참여제도가 미치는 효과 또한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

하고자 집합적 수준에서 주민참여제도에 접근하였고, 주민참여제도라는

제도적 요인이 정부성과에 가지는 직접적 효과에 주목하였다는데 연구의

함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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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측면에서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가진 분석대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분석

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였다. 일부 연구들이 기초 지방정부 전

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특

정 주민참여제도에 한정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개별 주민참

여제도의 효과가 아닌 주민참여제도를 양적 및 질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초 지방정부 수준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수준을 총체적으로 측정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목록상 주민참여제도가 현재 지방정부에서 시

행 중인 주민참여제도 전수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운영

중인 주민참여제도의 수에 비해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한 참여제도가 더

적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목록상의 주민참여제도는 기초단위의 지방

정부 수준에서 공통으로 시행 중인 참여제도라는 것을 자료수집 과정에

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 기초단위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

제도의 종합적 시행 현황에 대해 정부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 전체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지방정부 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민참여제도

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의 변화가 과연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유의미

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를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도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동태적이며, 독립변수로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제도는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 지속성을 가지게 되며,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된 제도는 집합적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

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제도가 비의도적 효과를 가질 수 있

음을 가정하고 이를 지방정부의 성과와 연계하여 인과관계적 분석을 시

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의 축적이 지방정

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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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도 참여제도의 효과가 차별적으

로 나타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분석방법론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간

효과를 고려한 보다 정교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통해 자료의 내생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으며, 정부성과에 주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는 포함되지 않은 누

락변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시

계열 분석이나 횡단면 분석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개별 지방정부 고유의

효과(individual effect) 및 시간 효과(time effect)와 같은 개별 특이성

(individual heterogeneity)을 모두 통제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정부성과의 측정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정

부성과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므로 정부성과의 측정 변수로 활용되

는 지표 역시 다양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성과에 관한 대

부분의 연구는 재정성과 또는 정부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주관적 인식자

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왜냐하면, 다양한 정부성과를 포괄

할 하나의 지표는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지표

자료의 획득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정부성과로 측정하고 있는 부분을 되도록 포괄하면서도 주민참여제도의

효과로 도출될 수 있는 적합한 측정지표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정부성과

를 민주적 성과로 한정하였고, 행정의 주민에 대한 투명성, 대응성, 효과

성을 측정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포괄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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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기초단위의 지방정부 수준에서 주민참여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기존연구들이 정부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제도적 참여를 통해 행정

의 민주성이나 효과성이 확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별 주민참여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성과 측정의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참여제도를 도입한 목표가 정

부성과의 제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는

규범적 바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실제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주민

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지방정부가 참여제도 활용에 있어 어떠

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정부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서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에 주목하였다. 주민참여제도는 더 많을수록 좋은 것

인지,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적정 수준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더불어 주민

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참여제도의 다양한 유형

화 방식을 망라하여 정리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상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도의 수준과 강도에 따라 독자적 유형화 방

식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민참여제도 수준의 증가가 지방정부의 성과에 있어 통계적으

로 부정적인 영향 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음을

확인한 본 연구는 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정

책적으로 고민해 볼 여지를 제공한다. 즉 참여가 발생하는 지방의 단위

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주민참여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위

해서는 어떤 단위에서 주민의 참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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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공직자 단위의 단체자치 측면에 경도되

어 있어 선거 이외의 주민참여는 사실상 배제되어 왔으며, 주민참여제도

의 도입과 운영 또한 대부분 형식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근린(community)단위의 주민자치가 활

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즉 자치단위 하부행정구역의 주민

자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근린은 현재 시·군·구 단위의 간접민주제를 직

접민주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 가장 하위수

준이라 볼 수 있는 근린단위에서의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

하며, 시민사회 중심적 관점에서 주장과 선택을 경험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초단위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우리나라 시·

군·구의 평균 주민의 수가 20만 명을 선회하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

우는 40만 명에 육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실질적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자치구 단위 지방정부에서 주민

참여제도 수준의 증가가 행정의 대응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확인한 것은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적정규모의 행정단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제시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의 전체적 수준이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기초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제도

를 어느 수준까지 도입하고 어떤 속성을 가진 주민참여제도가 정부성과

제고에 유의미한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제도 운영

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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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을 종합적 수준에서 측정하다 보

니 각 주민참여제도의 개별적 속성을 심층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지역회의 및 총회의 존재나 총회에

서 권한위임적 결정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 제도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

는 여러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도입 및 운영 여부, 주민참

여예산위원회 구성 여부만으로 측정한 한계가 있다. 다른 참여제도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합적 수준에서 주민참여를 측

정할 때 본 연구의 기준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유형화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참여의 제도화는 규범적으로 참여의 확대와 활성화를 가져올 것

이라고 가정한 한계가 있다. 이는 기존 연구의 경우도 가지고 있는 한계

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제도가 도입됨으

로 인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다, 또는 참여제도의 제도화 수준을

조례 규정을 바탕으로 미시적으로 측정하여 참여제도로 인해 예산의 총

액 또는 배분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측정한다. 즉 주민참여제도 도입의

효과는 참여제도로 인해 주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활성화되었

는지의 여부로 측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성과로 측정한 한계가 존

재한다.

이것은 참여제도로 인한 주민참여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변

수가 부재함에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경우도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

의 민주적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검증해봄과 동시에 주민참여제

도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제 주민의 참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회자본의 증대가 참여제도와 정부성과 간 인과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작

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변수를 선정하고자 고민하였지만 어려움

이 있었다. 그러므로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효

과도 물론 존재하지만, 제도 도입으로 인한 주민참여의 결과가 매개변수

로 정부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주민참여제도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전체적 수준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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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개별적 수준에서도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주민참여의 변

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주민참여 변수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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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resident 

participatory system on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Specificall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fluenced the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The involvement of residents in the policy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s 

an essential element for decentralization and actual operation of local 

autonomy, which is the complementary mea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Resident participation plays a role in improving the practical problem-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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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 by preventing local government policies from violating reality. It is 

also known that civic involvement in the policy process plays a positive 

role in improving the responsiveness and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Therefore, local governments consider various measures to promot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re are many ways to promote participation. Among them, the 

institutional introduction and continuous operation of the means of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vigoration of the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as it provides the basis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nd broadens the scope of participation. In addition,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can serve as a mechanism for maintaining and 

supporting appropriate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Therefore, 

institutionalization of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is meaningful, and 

this study deals with civic involvement system based on such discussion.

If so, is it good to have a lot of participation systems in the policy 

process at the basic level of local government? In reviewing previous 

studies, the introduction of a new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the effect 

of activating resident participation or enhancing government performance. 

Therefore,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to local governments 

that have not yet introduced the participatory system, and suggests methods 

for successful operation of the participant system.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effect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or the qualitative nature of the participation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ctiva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government 

performance. Point out that this will be a helpful option in terms of 

promoting participation or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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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 another preliminary study suggests that the essential reason for local 

governments to introduce participatory participation systems may not be the 

expansion of participatory participation or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performance. In other words, it is a formal means to show that local 

government officials are at work, or as a means of demonstrating that they 

are not falling behind in competi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In such 

cases, the introduc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welfare or government performance.

Why is it important to measure government performance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and why do we conside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s a major influencer of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in this study? In 

general, government performance means making policy decisions that respond 

to citizens' policy needs and implementing them efficiently. Participation 

through the participatory system as a formal channel of participation not 

only guarantees the continuity of policy process participation, but can also 

reflect democratic, transparent, and responsive policies and public services 

because it can reflect diverse interests and communication. Therefore,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a channel and a means to guarantee 

continuous and stable resident participation.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evaluate that participatory participation system 

acts as a catalyst for local autonomy and is justified in terms of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Nevertheless, some studies ques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cluding the fact that the 

policy reflection rate through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remains low 

at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proces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low. In addition, some previous studies have ci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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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bility to accurately measure the effect of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 other words,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directly influenced the government 

performance improvement or whethe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ffected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 performance improved as a result.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purpose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to enhance the democratic outcomes of local governments and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This fact is more evident when 

examining the Basic Ordinances on Participation of Residents, which are 

established by Ordinance by some local governments, which states that the 

purpose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is to promote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nd responsivenes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to improve the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f 

so, it would be necessary to take a step further from the existing studies 

and use variables that can measure how transparent, democratic and 

responsive the administration has been due to the operation of the actual 

participatory system.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study measured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troduced from 2005 to 2017 whe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was confirmed for 226 

local governments in 2019. Next, the quality of the participation system was 

measured by categorizing the individual participation system based on the 

scope and intensity of participation. Type III systems are the ones with the 

highest intensity of delegat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opulation among the total residents participation system. Finally, the 

democratic achievements of local governments were divided into 

transparency, responsiveness and effectiveness of each basic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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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s was measured by the 

Comprehensive Integrity Index, and responsiveness was measured by the 

total number of complaints handled per government official, and by the 

share of grievances and other complaints. Effectiveness was measured by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to the total budget and the quality of life 

index of residents. As a method of analysis, fixed effect panel analysis was 

used.

The summary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 at the basic level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while the increase in the share 

of the Type III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the administra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did not decrease as the total number of 

oper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creased, but that the slope 

converged to zero whe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participation system 

reached a certain level. On the other hand, in the local governments at the 

County level, it was found that when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fell 

short of the average number of operations, i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the administration, while exceeding the average number of 

operations had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the 

administration.

Second, the increase i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a negative effect on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and the 

increase in the quality level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However, 

the quantitatively appropriat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which 

improves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was confirmed in the case of the 



- 195 -

District level of local government. Although the total number of operation 

of the participatory system reached a certain level, it had a negative effect 

on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but beyond that level, i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responsiveness.

Third, the increase i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s the 

total number of oper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creased, both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increased. Howev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ly appropriat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could not be confirmed.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discussed above, most existing studies analyze the effect of each 

participatory system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or their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specific sectors of local governments, or the effects of 

implementing participatory systems on individual municipalities. 

In addition, existing researches are only on comparative stud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operating specific participatory systems and on the 

possibility of revitalization of participatory systems. In other words,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not only the collective effects of various participation 

systems used in local government policy processes but also the effects of 

accumulated participation systems over time are not considered.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approached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t the collective level and focused on the direct effect of the 

institutional factor on the government performanc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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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is study expanded the spatial and temporal scope of analys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analytical objects of previous studies.

Second, the participation system was analyzed from various angles. 

Various types of typology of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suggested in the 

previous study were summariz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n 

government performance also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kind of 

participatory system. 

Third, this study attempted to measure government performance on a 

democratic level. Since the ultimate goa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to realize local autonomy and to promote democracy, this paper analyzes 

the transparency, responsiveness, and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focusing 

on the democratic dimension of government performance. 

Fourth, this study tried to make the analysis accurate by conducting fixed 

effect panel analysis that can control individual specificity such as 

endogenous local government's effect and time effect which was not 

controllable in the cross-sectional analysis used in the existing research.

In terms of polic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sidere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s a major influencing factor of government 

performance. Increas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in order 

fo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to have its original effect, it must be 

an institution with an interactive attribute including a means for 

communicating with the government and delegating authority to the 

residents.

Second, this study diagnose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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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participation system, which is currently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ed the basis for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future 

participation system.

Third, although the administrativ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on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are considerable, empirical research is 

insufficient. This seems to be because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s not only objectively measurable, but also limited in obtaining usable 

variables. Therefore, this study limited government performance to 

democratic performance, and analyzed total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using various variables that can be measure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were measured at the collective level,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ach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could not be reflected in 

depth in measuring the quality level. 

Next,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data available to local governments at 

the basic level, this study could only reflect the use of subjective indicators 

to measure democratic government performance such as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this regard, the results and methods of this study are based, and it will 

be necessary to approach in various ways how and in what circumstances 

the participation syste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government performance.

keywords :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local government, democratic 

performance, transparency, responsivenes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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