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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는 1990년대 후반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약 10

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측정을 하여왔으나 행정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의적인 평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군소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5개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품질요인들에 대한 인식분석 및 이

들 서비스 품질요인들이 주민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개서

비스 품질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이었으며,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주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주요 서비스품질요인으로는 접근성,

업무처리능력, 대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다.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Ⅰ. 서 론

공공부문에서 고객만족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Osborn & Gaebler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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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venting Government(1992)를 통해서였다. 이책에서 저자들은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

하고 좀 더 성과지향적인 정부로 변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가적 정부를 주장하며, 기업

가적 정부의 핵심내용은 고객지향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서비스의 수용자들을 고객으

로 보는 관점은 비용의 지불과 서비스 수용자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민 또는 주민들을 

서비스사용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고객으로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동원 

외, 2006: 75). 이는 시민이나 주민이 정부의 고객이라는 개념하에 정부의 업무처리 및 행정

서비스 역시 고객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 역시 민

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

혁하고, 서비스 질의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행정개혁의 커다란 기폭제

가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 급속히 전파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이후 공공부문에서 고객만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을 

뿐 아니라(한인섭･신열, 2006), 공공부문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측정은 시민만족도, 고

객만족도, 주민만족도 등(최병대 외, 1999; 박중훈, 2001; 강인호 외, 2001) 다양한 용어로 활

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또한 2000년 중반이후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평

가를 통해 기관 내부의 업무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각 기관별 성과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

용해 오고 있다. 

주민만족도 평가의 목적은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부진한 사항이나 

시행상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굴하고 시정토록하므로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이중화･이시경, 2007: 60).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

고 있는 고객만족도 평가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과정을 

통해 향후 중요 정책결정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주민만족도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기관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

리 공공부문에 얼마나 환류(feedback)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

실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고객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나 요구사항을 탐지하고 대응하

여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창출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주민만족도 평가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이후 고객지향적 정부구축이라는 슬로건하에 시작된 지방자치단

체의 고객만족도 평가의 시행역사가 거의 십 여년의 세월을 넘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작되었다. 즉,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수많은 고객만족도 평가를 거치면서 공

공기관의 고객만족도가 진정으로 향상되어 왔는가 ? 또한 그동안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활용

되어온 고객지향적 서비스 품질요인들은 주민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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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군 소재의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고객지향적 행정서

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Y군은 1990년 후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민선 기관장들이 등장하면서, 군청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게 되고, 이를 반영하여 거의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행해온 경험이 있는 지역

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추이를 볼 때 Y군에 대한 고객만족도 수준은 성숙단계에 이르지 않

았을까 하고 예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Y군의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주민

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이들 서비스 품질요인들은 고객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고

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문헌 연구

1.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의의

오늘날의 행정서비스는 주민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는데, 이

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이 바로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Gillingham & Reece, 

1979: 329). 따라서 행정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인 공공기관보다 서비스 수혜자인 주민의 입

장을 중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오, 2004: 69). 행정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인적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김영수･박영강, 1997: 187-188),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내의 편익을 조성하게 되는 정

부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Lucy et al., 1977: 687).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는 엄격한 의미의 

순수공공재라기 보다는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손희준 

외, 1994). 이는 행정서비스는 거리와 입지라는 공간적요소를 본질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서비스의 편익이 서비스의 공급장소로부터 지리적으로 멀어지면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기도 하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정도 역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김영오, 2004: 69).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

하고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등장한 고객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 개념은 

생산품에 대한 만족, 소비 경험에 대한 만족, 구매 결정경험에 대한 만족, 판매자에 대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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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져왔다(Yi, 1990). 

Westbrock(1987)은 고객만족도를 다양한 산출에 대한 개인 선호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정의

하고 있다. 또한 Oliver(1980), Spreng, Machenzie, & Olshavsky(1996)에 의하면 고객만족도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그 제품의 성과에 대한 예측을 하고 구매 후에 제품에 대

한 기대와 실제 성과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때 제품의 성과가 기대와 일치하거나 넘게 되면 

만족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만족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구매자의 기대가 

상품의 성과와 일치한다면 고객은 만족하지만 상품의 성과보다 기대가 더 높았다면 고객은 

불만족하게 될 것이다(Bruning & Ledingham, 1998). 이러한 정의와 유사하게 Parasuraman, 

Zeithaml, & Berry(1994) 역시 고객만족도는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비교에 의한 

결과라고 보았다. Boulding, Kalra, Staelin, & Zeitaml(1993)에 의하면 고객만족도는 거래중심

과 누적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거래중심의 고객만족도는 특정한 시점에서 상품이나 서

비스에 대한 평가를 말하며, 반면 누적 고객만족란 장시간 동안 누적된 상품구매나 서비스 

경험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Fornell, 1992). 즉, 누적개념의 고객만족도는 종합적인 고객만족

도로서(Garbarino & Johnson, 1999), 상품이나 서비스 경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Anderson, Fornell, & Lehmann, 1994). 대부분 고객만족도 연구들은 종합적인 고객만족

도 수준을 측정하는 고객만족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Garbarino & Johnson, 1999; Westbrook, 

1981; Crosby & Stephens, 1987; Spreng et al., 1996: Mittal, Ross & Baldasare, 1998). 본 연구

에서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역시 누적개념의 고객만족도 개념을 사용하여, 행정서비스 경험

에 대한 주민들의 종합적인 평가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2. 행정서비스 만족도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

그동안 공공기관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측정에 관한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고객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공공부문 서비

스 만족도에 관한 초기연구자로서 Fizgerald & Durant(1980)는 인종, 소득, 연령, 도시규모, 

대응성, 비용/편익 등의 요인들이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하였

으며, Brown & Coulter(1980)는 경찰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서비스의 객관적 조건, 서비스 경험, 서비스에 

대한 기대 등을 제시하고 이들이 경찰행정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밝혀내고 

있다. 또한 Parasuraman, Zeithaml, & Berry(1988; 1991)의 SERVQUAL의 지표들은 공사부문

을 막론하고 고객만족도 측정지표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유형성(tangibles), 신뢰성

(reliability), 대응성(responsiveness), 확신성(assurance) 등이 그것이다. 이들의 연구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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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stro & Johnston(1990)는 접근성, 친절성, 편의성, 이용성, 청결성, 의사소통, 능력, 예의, 

신뢰성, 대응성, 안전성 등의 척도를 가지고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Deakin & 

Wright(1990)의 연구에서도 책임성, 대표성, 접근성, 선택 등의 변수를 가지고 공공서비스 만

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한편, Skelcher(1992)는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구성요인으로서 이용성, 

적시성, 신뢰, 평등성, 친절성, 반응성, 능력, 의사소통, 접근성, 외관, 영향력, 권리, 선택권 

등을 설정하여 이들과 공공행정서비스 만족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Headly & Miller 

(1993)는 서비스 품질에의 영향요인으로서 감정이입, 신뢰성, 대응성, 유형성, 의존가능성, 

표현성 등을, Scott & Shieff(1993) 역시 지방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관료의 대

인적 공공관계, 지방정부의 서비스 신속성, 접근성, 협의성, 기획지향성, 사업개발성 등을 변

수로 활용하여 중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국내 공공부문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다.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대응성, 형평성, 환류성의 7가지 변수들을 활용한 한국행정연구원

(1996)의 고객만족도 측정모형 연구는 선구자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오창택(1998)

은 우체국, 구청, 전화국을 대상으로 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측정을 위해 친절성, 유형성, 

신뢰성, 형평성, 신속･정확성, 접근성, 고객이해 등의 변수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장우진

(1998)은 지적행정 서비스의 만족도 평가를 위한 요인으로서 편의성, 기관이미지, 의사소통, 

대응성, 신뢰 및 배려, 기관의 부대시설, 정확성 등을 밝혀내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연구는 그동안 매우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우선 강인호･
정준호(2003)는 전라남도 16개 시군의 수산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접근용이성, 친절도, 이용편의성, 전문성, 업무처리 태도, 업무처리 편의성, 쾌적성 등의 변

수를 활용하였다. 성도경(2003)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고객지향적인가를 평

가하기 위해 대응성, 편의성, 시정성, 신뢰성, 만족성, 정확성･일관성, 평가성, 의사소통의 개

방성 등의 변수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강호진(2004)의 경우, 주민만족도 평가요인으로 공

감성, 비용능률성, 신뢰 및 대응성, 편리성, 시설유형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영오(2004)

는 대구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이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신속정확성, 업무공평성 등의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

였다. 또한 춘천시를 대상으로 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만족도를 평가한 원구환(2004)의 연구

에서는 존립요인, 프로그램요인, 물리적환경요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인, 담당자개인 존

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인 존중 프로그램요인, 담당자의 개인 존, 물리적환경요인등이 주

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혀내고 있다. 또한 이환범(2005)의 연구에서는 , 신뢰 

및 대응성,  측정요인으로 유형성, 보증성, 감정이입, 신뢰성, 반응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원욱･김영오(2007)은 대구광역시 공공서비스를 일반행정혁신, 복지환경개선,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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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진흥, 지역개발확충, 주민안전관리, 민원행정서비스 등 6개 분야별 만족도를 측정하고 서

비스의 질 요인으로서 서비스의 질 요인으리성, 전문성, 업무처리태도, 쾌적성 등으로 설정

하여 이들을 평가하였는데, 평가주체는 주민만이 아닌 공무원들도 포함하여 평가하였다. 황

윤용 외(2007)에서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영향요인으로서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등을 제시하고 이들의 영향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이태근 외(2007)는 

경상남도의 행정서비스 전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속성, 신뢰성, 친절성, 효율

성, 욕구충족, 선호성, 쾌적성, 편리성, 공익성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많은 고객만족도 측정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

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는 다양한 변수들이 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논의되어왔던 변수들 중 특

히 고객지향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서비스품질 변수들을 선정하여 이들 서비스품

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평가와 이들 변수들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3.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와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한 행정서비스 측정지표

들 중 특히 고객지향성의 성격이 강한 변수들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물론 위에서도 살펴보

았듯이 많은 연구자들은 행정서비스 만족도 분석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왔지만, 고

객지향적 행정서비스 품질변수들은 아직까지 통일되지 못하고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

게 사용되고 있다(성도경･장철영, 2005: 209-210). 또한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모든 변수들

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많이 하되, 본 연구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

으로 예견되는 고객지향적 변수들 위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고객지향

적 행정서비스 품질변수들은 접근성, 신속정확성, 유형성, 대응성, 업무능력 등 5개의 변수

들이다. 이들 5개의 변수들은 소위 고객지향적인 정부의 이념이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변수들이라고 보여진다. 이들 중 업무처리능력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그동

안 공공부문 서비스 만족도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던 요인들이기도 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설정한 업무처리능력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한 요인로서, 급변하는 행정환경하에서 매일매일 어려운 난제를 해결

해야 하는 공공부문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즉, 정부조직의 고

객인 주민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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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능력있는 전문행정인으로서의 공무원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요인들

을 중심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1) 접근성

고객지향이란 고객중심적 사고를 의미한다(박세정, 1995: 26-28). 따라서 공공기관의 재무, 

인사, 예산, 교육훈련 등의 모든 내부관리적 측면이 고객중심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뿐 아니

라 특히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활동이 고객중심으로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선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편리하고 원활한 접근이 보장되어

야 할 것이다(Johnston & Silvestro, 1990; Deakin & Wright, 1990). 접근성이란 서비스문의나 

신청시 친절하거나 쉽게 행정서비스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서비스를 받기까지의 대시시

간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접근의 용이성을 말한다. 일반주민들과 공공기관 및 공무원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가깝지 못하다면 이는 수요자중심 행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고객지

향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에 대한 접근성 정도가 클수록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

한 만족도가 더 커질것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접근성 정도는 주민만족도와 정(positive)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2) 신속정확성

신속정확성은 업무처리과정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서비스가 민

원처리시간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그리고 약속된 서비스를 믿고 의지할 수 있

도록 정확하게 제공하는 능력으로서 정확하고 능숙한 일처리를 의미한다. 정보지식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점점 신속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확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고객지향성

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믿어지는 민간부문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고 정확한 고객대응을 

주요 화두로 삼고 있으며(Scott & Shieff, 1993),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에 있어서도 신속정

확성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받게 되면 수혜자인 고객들

은 행정을 더욱 더 신뢰하게 될것이며, 이를 통해 행정은 고객으로부터 좀더 고객지향적이

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박영근･박희영, 2000; 유삼희, 2004).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신속정확성의 정도가 클수록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커질 것 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신속정확성 정도는 주민만족도와 정(positive)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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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성

고객들은 서비스 내용상의 ‘질’적인 측면도 중요시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용을 담는 외

관 역시 중요한 서비스의 내용이라고 받아들인다(Parasuraman, Zeithaml, & Berry, 1988; 

Headly & Miller, 1993; Banwet & Datta, 2003). 유형성이란 행정기관의 물리적 공간이나 공

무원들의 용모 등에 대한 측정으로서 물리적 시설에 대한 쾌적함이나 공무원들의 언행이나 

용모 등의 단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형성 역시 고객지향적 지표라고 볼 수 있다. 근래

들어 민간기업에서 상품 겉포장의 디자인이나 사원들의 유니폼, 고객대응태도 및 용모 등에 

대한 훈련, 그리고 기업외관 등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곧 고객만족도와 직

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 및 기관의 유형성의 정도가 클수록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가 더 커질 것 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유형성정도는 주민만족도와 정(positive)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4) 대응성

일반 시민들은 납세자인 동시에 주권자로서의 시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졌으며 신속하며 적절한 행정기관의 대응을 원하게 된다. 대응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고객지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Parasuraman, Zeithaml, & Berry, 1994; 이중화･이시경, 2007), 대응성이란 고객에 대한 적극

적인 응대 및 민원인을 도우려는 의지를 말한다(하영철, 2001).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

하며, 적극적인 대응(response)자세는 고객으로 하여금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며 

이는 곧 고객만족도로 연계되어질 수 있다(Johnston & Silvestro, 1990). 본 연구에서는 대응

성을 닼 의지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문의사항에의 적극적인 수용, 필요자료 등의 제공 등으

로 개념화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의 대응성의 정도가 클수록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

한 만족도가 더 커질 것 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대응성정도는 주민만족도와 정(positive)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5) 업무처리능력

일반시민들이 고객지향적 정부에 바라는 공직자의 중요한 자질의 하나는 바로 업무처리

능력일 것이다. 정부 역시 민간영역과 정도차이는 있을지라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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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업무처리능력은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어려운 문제 및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분야별 전문지

식이나 필요한 기술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반시민들은 아마추어적 행정서비스를 원하

지 않으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으로서의 공무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능력이 높을수록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커질것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능력정도는 주민만족도와 정(positive)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림 1> 연구의 분석모형

접근성

신속정확성

유형성

대응성

업무처리능력

행정서비스
만족도

             통제변수: 성별, 연령, 거주기간, 학력

또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행정서비스 

만족도이며, 본 연구에서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이 만족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5가지 독립변수외에 성별, 연령, 학력, 거

주기간 등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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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여

145
146

49.8
50.2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응답자합계

무응답

12
54
85
70
56
14
291
4

4.1
18.6
29.2
24.1
19.2
4.8
100

계 295 100% 계 295 100%

거주
기간

0-10년
11-20년
21-30년
31-40년
41-50년
51-60년
61-70년
71-80년

합계

68
80
62
27
21
10
5
1

274

24.8
29.2
22.6
9.9
7.7
3.6
1.8
0.4
100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합계
무응답

134
65
81
5

285
10

47.0
22.8
28.4
1.8

100
2.9

Ⅲ. 행정서비스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조사설계

1. 조사대상과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경기도 소재의 Y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Y

군은 경기도 군 지역중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기간은 2010

년 12월 27일부터 2011년 1월 14일까지 약 21일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2010년 12월을 기준

으로 Y군 거주 만 12개월 이상의 군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원을 활용한 일대일 개별면

접법을 사용하여 정형화된 설문지를 통한 정량적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유효표본수는 총 

29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Y군 인구(2010년 12월 현재 107,121명) 대비 약 0.2%에 

해당하는 인구이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서비스 품질변수들에 주민들의 인식평가를 위해 빈도분석, 

ANOVA분석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고객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주요 서비스 품

질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각 변수들간 관

계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조직 표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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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21
계 295 100% 계 295 100%

직업

농어민
생산직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기업체 회사원
공무원 계통
전업주부

학생
무직
합계

무응답

28
13
111
52
4
5
37
31
7

288
7

9.7
4.5
38.5
18.1
1.4
1.7
12.8
10.8
2.4
100

연간
소득

1,000만원미만
1,000만원대
2,000만원대
3,000만원대
4,000만원대
5,000만원대
6,000만원대

7,000만원이상
합계

무응답

15
24
75
82
51
15
7
8

277
18

5.4
8.7
27.1
29.6
18.4
5.4
2.5
2.9
100

계 295 100% 계 295 100%

표본 대상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49.8%(145명)를, 여자가 

50.2%(146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29.2%(85명)를 차지하고 있어 가

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40대가 24.1%(70명), 50대가 19.2%(56명)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거주기간에 있어서는 11~20년을 거주한 주민들의 비율이 가장 많은 29.2%(80명)를, 

0-10년이 24.8%(68명)를, 21~30년이 22.6%(62명)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졸이

하가 47%(134명)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학사가 그다음을 차지하여 28.4%(81명)을, 

전문대 출신이 22.8%(65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으로는 자영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38.5%), 그 다음으로는 판매/서비스직(18%), 전업주부(12.8, 학생(10.8%)

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서비스 품질요인 및 행정서비스만족도 측정을 위한 도구들은 기존문헌을 참고하여 개발

하였다. 접근성과 관련된 측정지표는 행정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만남, 

친절한 응대 등으로 측정하였는데, Deakin & Wright(1990)을 이용하여 5개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신속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Scott & Shieff(1993), 김영오(2004), 오창택(1998)

을 중심으로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유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시설의 

쾌적함 및 공무원들의 옷차림과 외모의 단정함 등을 측정하였는데, Parasuraman, Zeithaml, & 

Berry(1994), 황윤용 외(2007)의 지표를 사용하여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응성정도에 

대한 측정도구 역시 Parasuraman, Zeithaml, & Berry(1994) 및 이중화･이시경(2007)이 개발한 

항목들을 사용하여 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업무처리능력에 대한 측정도구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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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지 등의 2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고객만족도의 측정은 행정서비스의 질에 대한 종합적인 만

족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Likert 평정방식에 따라 1점에서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에 의하여 구성하였다. ‘매우 불만(1)’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매

우 만족(5)’은 전적으로 동의함을 나타낸다.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

과는 <표 3>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요인부하값이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매우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는데, 최적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론적 논의에 입각해 구성한 개념을 측정하는 측정도구의 수렴적 타당도

와 차별적 타당도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5개의 

구성개념에 접근성, 신속정확성, 유형성, 대응성, 업무처리능력을 측정하는 각각의 측정문항

들이 모두 조작적 정의에 따라 각각의 구성개념을 잘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5개 요인의 요인점수를 새로운 변수로 저장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5개 변수들의 Cronbach's Alpha값이 모두 .68이상으로 나타나 각 변수들의 내적 일관

성 즉, 신뢰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측정도구의 요인적재값 및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측정문항
요인

적재값

신뢰도
(Cronbach' 

Alpha)

접근성

･민원을 문의 혹은 신청 시 담당공무원은 친절했다
･행정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시 쉽게 담당공무원을 만날 수 있었다. 
･담당공무원을 만나는 것이 쉬웠다. 
･전화민원시 연결은 신속히 이루어졌다. 

.844

.872

.846

.643

.82

신속정확성

･담당공무원은 신청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주었다
･담당공무원은 착오없이 능숙하게 처리해주었다.
･민원처리하는데 걸린시간에 대해 만족한다. 
･행정서비스 민원처리가 매우 정확하다. 

.888

.902

.873

.900

.91

유형성
･민원담당공무원은 적합한 언어 및 행동을 하였다
･민원담당공무원은 옷차림과 용모가 단정하였다. 
･민원업무처리에 적합한 시설과 분위기를 갖추고 있었다

.727

.821

.786
.68

대응성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수 있었다
･민원처리시 필요한 자료 등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었다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은 문의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였다

.910

.905

.903
.90

업무처리능력
･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능력은 신뢰할 만하다
･ 공무원들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943

.90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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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결과의 분석

1.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 분석

1) 접근성

Y군 행정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세부평가문항 중 공무원의 친절함, 공무원과의 만남의 수

월함 등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균값은 모두 3점(5점척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

났다. 접근성에 대한 세부 측정문항 중에서는 친절성, 만남의 수월성, 담당공무원을 쉽게 접

촉에 비해 전화민원시 연결의 수월성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

화민원시 연결의 수월성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타 문항보다 낮게 나와(3.02점) 향후 전화민

원 접근성 제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Y군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에 대하여 성별, 연령, 거주기간, 학력, 직업, 소득순준 등에 따른 인구통계별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행정서비스 접근용이성에 인식(5점만점)

문항 평균 표준편차

민원공무원의 친절성 3.14 0.927

만남의 수월성 3.12 0.884

담당공무원을 쉽게 접촉 3.12 0.852

전화민원시 연결의 수월성 3.02 0.818

2) 신속정확성

Y군의 행정서비스 신속정확성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모든 세부문항들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3점(5점척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원처리시간에 대해서는 타

문항보다 만족도 평균이 낮게 나타나(3.0956) 향후 민원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속정확성 세부문항들을 인구통계별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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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행정서비스 신속정확성에 인식(5점만점)

문항 평균 표준편차

민원처리 신속성 3.2678 0.91815

착오없는 능숙한 일처리 3.2305 0.88511

민원처리시간에 대한 만족 3.0956 0.91285

민원처리 정확성 3.1433 0.82756

3) 유형성

공무원의 언어와 행동에 대한 평균값은 3.19(5점만점)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옷차림과 용모에 대한 평균값 역시 3.09(5점만점)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보

이고 있었다. 반면 민원대기실 등 물리적 시설에 대한 만족도나 분위기에 대한 평균값은 

2.92(5점만점)로서 보통이하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설이나 분위기

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의 행동이나 용모에 비해 불만족의 정도(39.1%)가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행정서비스 유형성에 인식(5점만점)

문항 평균 표준편차

공무원의 언어와 행동 3.1973 0.83963

공무원의 옷차림과 용모 단정 3.0915 0.85422

적합한 시설과 분위기 2.9252 0.85133

또한 유형성 세부문항 중 공무원의 옷차림과 용모단정에 대해서는 인구통계별 변수들 중 

직업별로 통계적으로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높은 그룹은 회사원 

그룹이었으며, 주부그룹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주부들은 행정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적인 측면 외에도 외형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needs)가 타 직업

그룹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의 항목들은 인구통계별 만족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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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공무원의 옷차림과 용모 단정에 대한 거주기간 및 직업별 차이(ANOVA)분석

문항 척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직업별
옷차림과
용모 단정
만족도

농어민 28 3.1071 0.95604

2.072 0.03

생산직 13 3.3846 0.50637

자영업 110 3.0727 0.86427

판매서비스 52 3.4615 0.80346

회사원 4 3.2500 0.95743

공무원 5 3.6000 1.14018

주부 37 2.9459 0.70498

학생 31 3.3871 0.71542

무직 7 3.5714 0.97590

합계 287 3.2021 0.83682

4) 대응성

Y군의 행정서비스 대응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모든 세부 문항에 대한 만족도 평균값

이 모두 3점(5점척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의나 요구사항에 대한 수

용정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23점을 차지하고 있어 타 문항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원처리시 필요자료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문항에 비해 다소 낮아, 

향후 민원처리시 필요한 자료제공 등에 대한 배려가 좀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7> 행정서비스 대응성에 인식(5점만점) 

문항 평균 표준편차

민원처리결과이해만족도 3.1973 0.83963

민원처리시 필요자료제공 만족도 3.1695 0.88741

문의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정도 3.2313 0.81846

또한 <표 8>, <표 9>에 나타난 것처럼 민원처리 결과 이해만족도 및 민원처리시 필요자

료 제공만족도에 대하여 인구통계별 변수들 중 각각 직업 및 거주기간별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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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민원처리결과 이해 만족도 거주기간 및 직업별 차이(ANOVA)분석

문항 척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직업별
민원처리결과이해

만족도

농어민 28 2.9643 0.96156

2.615 0.00

생산직 13 3.1538 0.68874
자영업 111 3.0450 0.88818

판매서비스 52 3.3846 0.69038
회사원 4 4.2500 0.50000
공무원 5 3.4000 1.34164
주부 37 2.8378 0.89795
학생 31 3.3871 0.76059
무직 7 3.1429 1.34519
합계 288 3.1389 0.88038

우선 민원처리결과 이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그룹은 회사원그룹이며, 만족도가 가장 낮

은 그룹은 주부와 농어민그룹이었다. 특히 주부그룹은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향후 주부

그룹들에 대한 충분한 민원결과 설명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원처

리시 필요자료 제공만족도에 있어서는 60년 이상을 거주한 그룹이 가장 큰 만족도를 보이

고 있었으며, 11~20년의 거주그룹이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거주

기간이 짧은 그룹에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 이주해온 경험이 있는 

거주민들이 예전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필요자료제공등 충분히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응대

하는 노력을 좀 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 외에 문의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정

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인구통계별로 통계학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9> 민원처리시 필요자료 제공 만족도 거주기간 및 직업별 차이(ANOVA)분석

문항 척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거주기간별
민원처리시필요자료제

공 만족도

10년이내 68 3.3235 0.92141

1.938 0.04

11-20년 79 2.9747 0.84694

21-30년 61 3.2131 0.75531

31-40년 27 3.0741 0.91676

41-50년 21 3.4286 0.74642

51-60년 10 3.3000 0.94868

61-70년 5 3.6000 1.14018

71-80년 1 4.0000 0.00000

합계 274 3.1898 0.8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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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처리능력

Y군 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평균값이 모두 3점(5점척도)을 약

간 상회하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에 대하여 성별, 연령, 거

주기간, 거주지, 학력, 직업, 거주형태, 소득수준 등에 따른 인구통계별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세부측정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업무능력에 인식(5점만점)

문항 평균 표준편차

업무처리능력 만족도 3.1565 0.82785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보유 3.1898 0.80679

2. 서비스 품질과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분석

이상에서는 Y군 주민들이 5가지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하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들인 5개의 서비스 품질요인들과 주민만

족도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검증을 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을 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회귀

진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선 다중공선성의 측정, 모형 오차항의 등분산성, 모형 오차항 

분포의 정규성 및 독립성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문명상･하은호, 1999: 49). 변수들간 관계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 분석 결과 독립 변수들 간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나 

요인분석에서는 모두 다른 요인들로 판명되었고, 회귀분석시 VIF값이 모두 1에 근접하는 낮

은 값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공차한계값 역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

들을 그대로 분석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 11> 각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1. 접근성 3.1008 .8859 1.000

2. 신속정확성 3.1843 .8705   .732** 1.000

3. 유형성 3.1065 .8435   .799** .687** 1.000

4. 대응성 3.1765 .8641   .711** .766** .750** 1.000

5. 업무처리능력 3.1731 .8173   .704** .728** .679** .762** 1.000

 **P< .001

또한 회귀모형 잔차의 정규성, 선형성, 등분산성 및 상호독립성 등의 잔차가정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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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은 잔차의 산포도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표준화 잔차도표를 통해 정규성도 검증하였다. 

아울러 표준화 예측값과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 등을 통해서 잔차의 등분산성에 대한 가정

도 검증되었다. 잔차간의 상호독립성에 대한 가정은 Durbin-Watson의 통계치로 판단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 Durbin-Watson 값이 2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상호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서비스품질 변수들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회귀분석결과를 보

면, 5개의 서비스 독립변수들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종속변수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약 50%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산분석결과 F값이 29.527이고, 유의확률이 .000

이므로 회귀방정식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 품질요인들은 접

근성, 업무처리능력, 대응성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남성 1, 여성 2)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제변수들과 행정서비스 만족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또한 Beta값의 비교를 통한 변수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보면, 접근성(Beta= .296, t= 

3.945, p<.001)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로 도출되었으며, 그 다음이 업무처리능력(Beta= 

.264, t= 3.576, p<.001), 그리고 대응성(Beta= .259, t= 3.132, p<.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서 접근성이 높을수록, 업무처리능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응성이 뛰어날수록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했던것과 달

리 신속정확성이나 유형성 변수들은 행정서비스 만족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

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 중에서 성별(Beta= 2.093, t= .037, p<.05)

이 정(+)의 방향으로 고객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행정서비스에 좀 더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연령이나 학력, 거주

기관 등은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1) Durbin-Watson의 통계치가 0 또는 4에 가까울 경우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있어 회귀모형이 부적합

함을 알 수 있다(우수명, 2001: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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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예측변수 Beta t 유의확률 연구가설의 채택여부

접근성 .296 3.945 .000 가설1 채택

신속정확성 .029 .377 .707 가설2 기각

유형성 -.088 -1.301 .195 가설3 기각

대응성 .259 3.132 .002 가설4 채택 

업무처리능력 .264 3.576 .000 가설5 채택

통제변수

성별 .100 2.093 .037

연령 -.040 -.734 .464

학력 -.026 -.543 .588

거주기간 .085 1.673 .103

R2 .517

Adjusted R2 .500

F-Level 29.527***

N 295

 *** p< .001 

본 연구 결과를 그 동안의 관련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보면, 우선 많은 연구자들이 고객만

족도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지적했던 접근성, 대응성 등이 모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

났다. 특히 Deakin & Wright(1990) 등이 고객만족의 중요요건으로 강조했던 접근성은 본 연

구대상인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

우진(1998), 성도경･장영철(2005)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대응성 역시 행정서비스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새로이 추가한 업무처리능력 변수 역시 

주민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기업을 대상으로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었으며, 치

안서비스 만족도(최정택･김성준, 2008)에서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던 유형성은 본 

연구에서는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황윤용 외(2007)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그들의 연구결과에서도 유형성은 

공공기관의 서비스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서 최근들어 

일부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립 및 신축 등의 근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외적으로 표

명하고 있는 청사방문고객인 주민들에 대한 쾌적한 서비스나 혜택 제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는 다소 궁색하게 보여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관의 외형이나 공무원

들의 외양보다는 행정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오

창택(1998)의 연구에서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신속정확성은 흥미롭게도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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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는 신속정확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

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가치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 공공기관의 서비스헌장에는 신속정확성에 대한 항목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더구나 이윤추구를 가장 중요시 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그들의 고객만족을 위

해 좀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볼때 우리공공부문 

역시 신속정확성에 대한 점검 역시 매우 중요한 논의대상이 되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비록 

본 연구에서는 신속정확성이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객지향적 품질

서비스로서 판명되지는 않았으나 신속정확성이야말로 행정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서 계속

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할 변수라고 생각된다. 

2.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적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군소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평가 및 행

정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 서비스품질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시도되었다. 

우선 Y군 행정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

다. 접근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친절함, 공무원과 만남의 수월함 등의 평균값이 모두 3점(5

점척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속정확성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도 모든 

세부 문항에 대한 만족도 평균값

이 모두 3점(5점척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처리시간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여전히 주민들은 행정서비스의 처리속도가 느리다고 인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민원서비스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나 민원인이 방문해야 할 부서의 

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one-stop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유형성

에 대한 평가 역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민원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만족도

는 다른 유형성 문항들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대기 

동안 편의시설이나 휴식공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응성에 있어서는 

모든 세부측정문항에 있어서 만족의 비율이 불만족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민원처리이해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비율은 다른 문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여전히 주민들은 공무원들에

게 친절한 설명 등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민원처리결

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

편 대응성에 대하여 인구통계별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주기간 및 직업에 대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60년 이상 거주 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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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결과 이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거주기간이 짧은 지역주

민들의 불만족이 높았다. 이는 앞서도 서술했듯이 거주기간이 짧은 그룹의 경우 이전 거주

지역의 지자체 행정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만족스럽다고 느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어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함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직업에 있어서는 회사원 그룹에서 대응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

았으며, 주부그룹에서는 대응성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부 그룹에서의 

대응성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공무원들이 직업별로 고객을 차별화하여 대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고객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객은 직업에 따라 또는 사회적 지위

에 따라 다른 처우를 경험하게 해서는 안된다. 공공기관의 고객은 민간기업처럼 이윤창출의 

근원이 아니기에 그들을 차별화하여 인식하거나 대응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

원들은 일반직장인들을 비롯한 타 직업군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체계에 있어 약자계층인 

주부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함을 엿볼 수 있었다. 끝으로, Y군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

력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보통수준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다만 만족한다는 비율이 

불만족 비율보다는 높게 나온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서비스품질요인들이 행정서비스만족도에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접근성, 대응성 및 업무처리능력 요인들이 중요 요인들로 밝혀졌다. 즉, 행

정기관에 대한 전화나 방문시 담당공무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잘 응대할수록, 그리9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여 주민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줄 수 있는 

업무능력이 뛰어날수록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제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관의 외형이나 공무원의 행동, 옷차림 등의 외적인 인상보다도 우리 민원인들에게는 따뜻

한 배려와 친절함 등을 통한 행정기관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가 중요하며,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해명, 그리고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 등을 제시해주므로서 그

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충분히 이해시켜 주려는 노력 등 주민들에 대한 성실한 대응이 

중요하다. 아울러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연마를 통한 업무능력향상이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상의 접근성, 대응성, 업무처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의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접근성이나 대응성 등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국민, 시민, 주민을 공공부문의 ‘고객’으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부

문의 경우 여전히 ‘고객’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불특정다수의 시민이나 주민들을 

그들의 ‘고객’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처럼 고객만족도는 이윤제고와 직결되는 문

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고객인식이 그다지 절실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238 ｢행정논총｣ 제49권 제4호

신속하고 정확하며,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에 노출된 

일반시민, 주민들에게는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더 낮게 느껴

질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못지 않게 그들 고객

의 요구사항을 잘 대응하고 만족시킬 의무가 있다. 바로 공공부문 및 공무원들의 존재이유

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국민, 주민, 시민이 존재하지 않는 정부나 공무원이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본 연구결과 주민만족도의 중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원

인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공무원과 접촉시 전혀 거부감이 없고 쉽고 편안한 감

정을 가질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과 접촉하거나 민원업무를 보러

가는 일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경우 일부 주민들의 경우 아예 공공기관과 접촉자체를 하

려하지 않아 결국은 고객인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

다. 사실, 민간기업의 경우 고객이 찾지 않는 기업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된다. 공공기

관 역시 민원인이 찾지 않는다면 그 효용가치는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공공기관

의 물리적, 심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도 공무원들에게 있어 ‘고객’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

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객’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고객지향성을 고취하기 위한 정기

적인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민간기업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수

행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서비스 교육을 위해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나 긍정적인 

마인드,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태도 및 호감가는 

이미지 연출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교육의 경우 직접적

인 교육내용의 습득 뿐 아니라 고객지향적인 자세 및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무원들

에게 다시한번 환기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개별 공공기관이 행정서비스 비젼과 목표, 임무 등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전체 직원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 행정서비스의 비젼과 목표는 곧 그 조

직의 전체 비젼이나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개별 기관의 고객응대에 대한 방향을 제

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1990년대 후반이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공공기관들

은 서비스헌장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서비스 헌장이 바로 행

정서비스 비젼과 목표, 임무에 대한 준거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

치단체의 서비스 헌장 대부분은 매우 형식적이고 타 기관의 헌장을 그대로 베낀 경우도 많

아서 현실적합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서비스헌장에는 개별기관들의 임무 및 실정에 

맞는 서비스 지침 등을 규정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마인드를 독려하고 이는 곧 행정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쳐 고

객만족도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 행정서비스의 비젼과 목표, 임무 등을 명확히 하고 공무

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며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고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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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는 행정기관 및 직원들이 고객봉사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질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 비젼 및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은 그들

의 고객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고 학습하며, 좀더 고객지향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

다. 또한 서비스 헌장을 만드는 것 뿐 아니라 수립한 서비스 헌장이 일선현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

관들은 매년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점검할 

뿐 아니라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주민만족도 

조사가 단순히 평가로 끝나서는 안되며, 평가결과를 환류(feedback)하여 서비스 헌장에의 보

강이나 행동지침 등을 보완하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일부 지방자

치단체의 경우 주민만족도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기도 하는데 이는 해당기관 공무원들로 하

여금 자극제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좀 더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고객마인드를 확산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서처럼 성과주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확고한 업무목표 및 평가

를 구체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성과주의적 운영을 하고 있기

는 하나 아직 우리 정부에서 성과주의는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성과관리는 업무성과의 

측정지표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등의 자원배분이나 의

사결정에 활용되게 된다.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목표의 설정, 성과지표의 개발, 성과측정, 성

과정보의 활용, 관리개혁의 순환적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한인섭, 2006: 154). 따라서 향

후 이러한 성과주의를 범 공공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때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행정서비스

도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게 되리라 본다. 이러한 성과주의의 일환으로서 예를 들면 고객

만족 우수직원등에 대한 표창이나 인사상의 우대 등 보상제도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유도할 수도 있다. 사실 공공부문에서는 민간기업과 달리 고객만족에 대한 공무원들

의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이미 서술했듯이 민간기업과 달리 고객에 대한 봉사가 곧 이윤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실천하기 쉬운 

제도들로부터 출발하는 것도 좋다. 즉, 민간기업에서처럼 고객들로 하여금 ‘친절한 사원’, 

‘우수사원’, ‘능력있는 사원’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무원들 역시 행정서

비스를 판매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정서비스 우수직원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 포상 등 금전적인 보상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훨씬 더 선호하는 보상제도인 승진과 

같은 비 금전적인 방법(이종수, 1997)인 인사가점과 같은 제도들을 혼합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물론 인사제도와 같은 보상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사부서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전체 구성원들이 고객지향적인 마인드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에서도 보듯이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능력 역시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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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간기업에서는 교육훈련과 같은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국은 역량있는 직원들이 고객만족이나 성과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McLagan, 1989). 공공기관 역시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적응하고 수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제고가 시급한 과제이다. 

즉, 교육훈련에 적극적일수록 직원들의 능력과 의욕을 자극하게 되고 이는 성과주의나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김종재･박성수, 1995: 235). 이를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좀 더 내실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공무

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공급자적 측면에서의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며, 행정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습득에 한계가 있

음이 지적되어 왔다(강성철 외, 2008). 따라서 향후 우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은 

공무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좀 더 전문행정인으로서 지식과 기술을 습

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관이나 업무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프

로그램, 수요자중심의 커리큘럼 등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편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공부문의 경우 교

육훈련을 투자(investment)로 인식하기 보다는 비용(cost)으로 인식하고 있어 매우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일반 직원들의 경우 의무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며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일정이 끝난 

후 밀린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므로서 귀찮은 일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중간관리자이상의 간부

들이 본인들 뿐 아니라 일반직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와 애정을 가

지고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경우 재교육을 통해서 해당기업에서

의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거나 상품개발을 위한 새로운 지식획득의 중요한 채널로서 교

육훈련을 강조하고 있어 공공기관과는 매우 대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공공기

관의 경우에도 기관장을 비롯한 기관차원에서의 교육훈련에의 관심 및 지원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조되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진정으로 공무원들이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리라 판단된다. 

Ⅴ. 맺음말

오늘날 공공기관은 그들의 고객인 시민이나 주민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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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부처리 절차 및 조직･인사･재무 등 행정의 주요부문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아울러 시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경험하게 되는 민원서비스 등 다양

한 행정서비스 활동의 질 향상에 대한 요청은 오늘날 행정기관의 또 다른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에서 중요한 고객만족 품질요인으로 밝혀졌던 접근성, 대

응성, 유형성, 신속정확성 및 업무처리능력 등의 변수를 가지고 군소재 지역주민들을 대상

으로 고객만족도에의 영향요인을 밝혀냈다. 또한 각각의 서비스 품질요인들에 대한 인식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관련 지침이나 정책을 수립 시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객만족품질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 품질 요인들 및 위의 정책적 논의

들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공공부문 고객만족도 제고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품질 측정 및 고객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고객지향적 

서비스 품질영향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 품질변수들

로는 Parasuraman, Zeithaml, & Berry(1994)등의 변수들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다양한 변수들

이 존재한다. 특히 본 연구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고객과 정부기관간 믿고 의지하는 정도

를 측정하는 신뢰성 변수 역시 고객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신뢰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고객만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관계를 살

펴보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품질요인들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변수들을 채택하여 검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이 군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중앙정부나 기타 지방자치단체 일반에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심스

럽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조사대상을 좀 더 광범위하게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

체, 더 나아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분석하므로서 연구결과를 보편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험적 연구조사와 더불어 심층면접을 통한 공무원들의 현장에서의 의견

을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면담 등의 질적 접근방

법을 동시에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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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Administrative Service 

Satisfaction

Hyangsoo Lee & Hyung-Ki Ahn

Evaluations of resident satisfaction towards administrative services have been 
conducted for more than ten years since they commenced in the late 1990s. Most local 
governments currently assess resident satisfaction but the assessments of the 
government are skeptical. In this study, the resident's awareness of the quality of five 
service factors was analyzed. How the five service quality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e resident satisfaction was also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awareness of the quality of the five service factors is substantially average. In addition,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access, responsiveness, and capability variables were all 
significant in affecting resident's satisfaction. Less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management leadership are presented.

【Key Words: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Government Service, Resident

Satisf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