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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핵심요소가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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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만족도에 시민참여 핵심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정책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등을 통해 핵심요소를 도출하

고,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민참여 결과의 이행(책임성)이 높을수록 정책만족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성은 참여의 효능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분석 결과를 통

해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성격의 정책과정에 참여했을 때 그 논의 결과의 실제 이행여부에 매우 

주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책임성이 현재 수준을 묻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상대적으

로 낮은 수치(4.8013)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정책만족도에 대한 핵심요소로서의 중요도는 더욱 높

아진다.

두 번째, 평가과정의 시민참여(평가) 기회가 많을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정의 시민참여는 대부분 정책의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고, 집행과 평가는 행정부서에서 진행

한다. 따라서 시민이 정책의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분석 결과

는 시민참여 정책의 경우 그것이 어떤 집행과 성과를 이루었는가에 대한 평가과정에 시민이 참여

하였을 때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효율적 참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제공(시간)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지역에서 다양한 시민참여 정책을 진행함과 동시에 그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라는 요소 또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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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4.5161)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지

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시민참여 정책 관련 정보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네 번째,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적극적인 시민의식)을 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참여 정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 번째, 정보 접근과 참여과정의 투명성(객관성)이 확보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와 과정의 투명성은 정책과정의 시민참여에 있어 항상 대두되는 요소이다. 특히 정

책사업의 집행과정ㆍ결과, 구정계획 실행과정 등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 또한 

평가과정의 시민참여와 유사한 맥락으로 정책 제안에 머무는 시민참여가 아닌 계획수립ㆍ실행ㆍ평

가 전 과정에 대해 투명하고 원활한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 번째, 정책형성과정이 명확하게 공유(명확성)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를 통해 시민들은 다양한 시민참여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해 쉽고 정확한 홍보와 전달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 번째, 시민참여를 위한 리더십이 강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참여 정책에 대해 보여주는 리더십의 수준에 따라 시민들의 정책만족도는 달

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참여 정책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 명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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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더 나은 삶, 다시 말해 삷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효율성에 치우칠 수 있는 기술 관료의 

판단을 보완하고,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1) 정부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확대는 결과

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OECD에서 발표한 BLI(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 삶의 질 지수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에 반해 시민참여지수는 OECD 평균(67.7%)을 크게 웃도는 

75.8%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 삶의 질 지수가 OECD 국가들에 비해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시민참여(civic engagement)지수2)는 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는 점은,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3)

또한 도시는 시민, 기업 같은 민간과 행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다만, 행정에 의한 도시의 관리는 

안정성 등 다양한 이유로 최저수준을 확보하는데 그치기 쉽다. 그것을 넘어서는 수준 높고, 세심

한 관리운영은 시민과 민간의 힘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도시에서 새로운 공공이 활동하는 

영역으로 위상을 부여할 수 있다.4)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 또한 새로운 공공 관점에서 시민의 역

할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여러 관계가 혼합된 난제(wicked problem)가 발생하고 있고, 

그 수준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중앙부처의 정책 효과가 지역사회 말초 공간까지 미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문제는 프라임타임(prime-time)5)이 존재한다. 

그만큼 시의성이 중요하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 관점의 시

민참여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다. 새로운 공공의 활동영역은 첫 번째로 ‘행정기능의 대체’, 두 

번째로 ‘공공영역의 보완’이다<그림 1-1>. 전문적이면서 고도의 기술이나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

는 일을 새로운 공공으로서 시민이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사회의 틀을 만들거나 운영ㆍ관리와 

같은 소프트 면에서는 행정에게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6)

1) 이승종, 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 박영사, 2014

2) 시민참여지수는 선거투표율을 의미한다. 선거참여는 참여의 진입장벽이 낮아 상대적으로 쉬운 참여방식 중 하나이다.

3) 김민혜 외 1인, 시민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8권 제4호, 2019

4) 오쿠노 노부히로 외 1인, 새로운 공공의 도시시대: 사람을 이어 도시를 살리다, 국토연구원, 2015

5)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한다.

6) 오쿠노 노부히로 외 1인, 새로운 공공의 도시시대: 사람을 이어 도시를 살리다, 국토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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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새로운 공공의 역할

자료: 오쿠노 노부히로 외 1인(2015)

이처럼 ‘정책과정의 시민참여’는 그 행위의 과정과 목적 자체로 시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의 역할로 요구되고 있다. 이렇

게 시민참여에 대한 필요를 바탕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

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핵심요소가 무엇이고, 어느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이고 실증적인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시민참여 핵심요소와 정책만족도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시민참여 핵

심요소가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서울특별시 지역기반 시민참여 정책의 고도

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려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

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해 시민참

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응답자들과 각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시행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하여 변인 간의 

유의미한 관계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정책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시민참여 핵심요소

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시민참여 핵심요소가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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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시민참여 핵심요소가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STATA 13.0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시민참여

전통적으로 시민참여라고 하면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정치과정에 대한 투표와 

같은 관습적 참여를 의미했다.7) 그러나 정치적ㆍ행정적 변화를 거치면서 등장한 참여 민주주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와 시장, 이외에 시민의 참여에 대한 전통적 

개념의 변화가 요구되었다.8)

이에 대해 Scaff(1975)는 ‘참여’를 이익보호의 수단으로 보는 도구적 관점(instrumental participation)

을 탈피하여 참여자 간 대화와 협력을 보장하는 교호적 관점(interactive participation)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으며, 최병대(2002)는 전통적 정치(government)에 있어서 ‘참여’의 개념은 

절차적, 수단적, 소극적, 형식적 성격이 강한데 비해, 거버넌스에 있어 ‘참여’는 본질적 요소로서 

능동적, 적극적, 실제적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즉, 전통적 통치(government)하에서의 참여와 거

버넌스(governance)하에서의 참여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9)

또한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로 이어지는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이나 정책결과는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정부에 대해 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요구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형성하는데 있어 보다 많은 참여의 기회를 

바라고 있다.10)

Irvin and Stansbury(2004)는 정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민간 참여가 초래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사결정과정과 결과 측면과 민간 참여의 수혜자 측면(국민, 정부)을 기

준으로 장단점을 보여주고 있다<표 2-1>. 정책과정에의 참여 확대는 정책의 질(quality) 향상, 민

7) Barnes, S., and Kasse, M.,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societies, 1979 / 조현석, 
시민참여의 유형평가,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서울, 2009

8) Verba, S., Democratic Participa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967 / 김혜정, 시민참여의 표준사회경제이론 수정모형의 수립 및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8(3), 2009

9) 이승종,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국정관리연구, 2006

10) 김상묵 외 2인,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한국행정논집,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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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과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정책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참여는 정부 정

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하지만 모든 목표에 부합되는 최상의 시민참여방식은 존재하

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아울러 정책

과정에의 시민참여가 초래할 수 있는 단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12)

<표 2-1> 정부 의사결정의 민간참여 장단점

구분 결정과정 결과

민간 참여자의 이익
∙ 교육 (정부 관계자로부터 정보 습득과 학습)
∙ 정부에 대한 설득과 계몽
∙ 적극적 활동을 통한 시민의 역량 증진

∙ 교착상태 해결 (결과 도출)
∙ 정책과정에 대한 결정력(통제력) 획득
∙ 더 나은 양질의 정책과 집행계획

정부의 이익

∙ 시민에 대한 설득, 신뢰 구축, 불안과 적대
감 경감

∙ 전략적 제휴관계 형성
∙ 결정의 민주성, 전문성, 정당성 확보

∙ 교착상태 해결 (결과 도출)
∙ 소송비용 회피
∙ 더 나은 양질의 정책과 집행계획

민간 참여자 불이익
∙ 시간 소모
∙ 결정이 무시되는 경우에 효과 없음

∙ 반대하는 이익집단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는 경
우 정책 결정의 질 저하

정부의 불이익
∙ 시간 소모
∙ 비용 증가
∙ 정부에 대한 적대감과 반발 초래

∙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력 상실
∙ 정치적 문제가 개입된 부적절한 결정의 가능성
∙ 실행계획 추진의 예산 삭감

자료: Irvin and Stansbury(2004) 재구성

2.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participatory budgeting)는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州의 主道인 

포르투알레그레市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

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

년에는 인구 120만 명 중 4만5천명이 참여했다. 그 이후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

(belo horizonte)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고, 최근 남미 국가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영국 맨체스터, 스페인 마드리드 등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ㆍ

뉴욕 등 북미 도시 등으로 확산되어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들에서 시행되고 있다.13)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11)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rives, and Public Police, Addison-Wesley Educational Publisher Ins, 
2003

12) Irvin, R. A., and Stansbury, J., Citizen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is it worth the effor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4(1), 2004 / 이승종,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국정관리연구, 2006

13)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웹사이트 (https://yes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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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14)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과 1989년 브라질에서 

도입ㆍ확산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15) 전자

는 민주주의ㆍ시민운동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후자는 

20세기 말에 나타난 브라질형의 참여 장치를 의미하므로 그 역사가 짧으며, 2000년대 이후 국내

외에서 논의되는 주민참여예산제(citizen participatory budget)는 주로 협의의 개념으로 통용

되고 있다.16)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는 납세자소송제도와 함께 납세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

심적인 장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방식과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한편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의 전환이라는 

통치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17)

국내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2004년 3월에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

정하여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런 움직임은 점차 확산되어 갔다. 그 결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도화를 위해 2005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동법 제39조), 2011년 8월의 지방재정법 개정에서는 종래의 임의규정을 의무조항

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2년에는 전국적으로 동 제도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18)

서울특별시는 2012년 5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9회 개정)하였고, 시행 첫 해 

50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제도 혁신을 통해 700억원 규모의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19) 

2017년부터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과 민관협치예산을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ㆍ개편하였고, ‘주민’이 아닌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시

정단위는 광역적 도시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지역단위는 지역사회 생활문제해결에 집중하는 체계

를 확립하였다. 그 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2021년 기준 

총 4개의 유형으로 시행하고 있다<표 2-2>.

14) Baiocchi, G., Participation, Activism, and Politics: The Porto Alegre Experiment and Deliverative 
Democratic Theory, Politics & Society, 29(1), 2001

15) 나중식,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한국행정논집, 16(3), 2004

16) Fung, A. & E. O. Wright, Deepening Democarcy: Innovations in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Politics & Society, 29(1), 2001 / Brautigam, D., The Peoples Budget? Politics, Participation, and Pro-poor 
Policy, Development Policy Review, 22(6), 2004

17)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 NGO의 역할, 법학논총, 23(2), 2003 / 김태수,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참여 거버넌스의 
모색: 라이트의 EPG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8(3), 2007

18) 이수구 외 1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에 따른 효과성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16(4), 2015

19) 서울특별시, 2020 더 많은 시민, 더 열린 참여를 위한 예산학교, 서울특별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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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도 변화과정

2016

시정
단위

시정참여형

지역
단위

지역참여형

2017

시정
단위

일반참여예산형

협치형

지역
단위

일반참여예산형

지역사회혁신
계획형(區)

마을계획형(洞)

2018~2019

시정
단위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
단위

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2020

광역
단위

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

민주주의서울
연계형

지역
단위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2021

광역
단위

광역제안형

민주주의서울
연계형

지역
단위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자료: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2016~2021) 재구성

3.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이하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지역단위 유형으로 시행하고 있다. 광역단위 시민참여 유형의 경우 시민의 참여가 정책 제안단계

로 설정되어 있고, 실행은 집행부서(市)가 담당하는 구조이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정책 제안ㆍ실

행ㆍ평가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경로를 설계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 더 많은 시민 권한의 확

장을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광역형은 더 많은 시민참여(양적 확장)를 지향하고 있고, 지역사회혁

신계획은 숙의과정을 강조하여 더 깊은 시민참여(질적 향상)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1년 단위로 제

안하는 단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전략성과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

양한 시민 제안을 전략계획(3년 기본계획, 1년 실행계획)으로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표 2-3> 2021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도

구분 사업내용 사업심사 주체

광역
단위

광역
제안형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단
체)이 제안ㆍ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주의
서울제안형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 중 공론과 민관 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지역
단위

구단위
계획형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전략계획 수립ㆍ실
행

자치구 민관협치회의

동단위
계획형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
서울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심의회

자료: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웹사이트

지역사회혁신계획은 2018년 7개 자치구로 시작하여 2021년 24개 자치구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민주적 숙의공론체계(민관협력회의)가 구축되었고, 다양한 숙의공론(민관협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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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정을 통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적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 민관협치체계의 제도적 기반인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는 25개 자치구 중 24개구가 제정

하였고, 민관협치기구인 ‘자치구 협치회의’ 또한 24개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 적극적 참여

와 원활한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협치사무국’은 24개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총괄 조정을 담당하는 

‘협치조정관’은 21개구가 도입하였다<표 2-4>.

<표 2-4> 자치구 민관협치 기반 구축 현황(연도별)

자치구 민관협치 기반 구축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누계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 1 8 6 7 1 1 24

자치구 협치회의 구성 0 9 6 7 0 2 24

자치구 민관협치 전담부서 설치 8 7 0 5 4 0 24

협치조정관 제도 도입 8 7 0 4 2 0 21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ㆍ실행 0 8 7 0 5 4 24

자료: 서울특별시(2021b)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적영역(public spheres)으로 숙의공론체계를 확립하면서 시민과 

공무원이 계획수립ㆍ실행ㆍ평가ㆍ환류 전 과정을 함께 추진하는 협력적 계획을 실현하였다. 협력

적 계획(colloborative planning)은 많은 참여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계획’이라는 것을 강조

하고 있다. 모든 계획과정은 어떤 형태로든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고, 협력적 계획은 

이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누가 계획과정에 참여하고, 이들의 상호관계는 무엇인지, 그

리고 어느 곳에서 상호관계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Innes(1999), Patsy Healey(1996), 

서순탁(2002) 등의 연구에 따르면 협력적 계획을 통해 참여자들 사이에 신뢰, 지식의 공유, 협력

관계와 같은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경우 계획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협치회의, 분과회의, 워킹그룹회의, 워크숍 등 다양한 시민참여 경로와 역할을 설정함으

로써 참여시민의 범위를 확장함과 동시에 상시적 시민참여 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2-5>, <표 

2-6>에서 보듯이 계획수립과 실행과정에서 1년 동안 29,456명(시민 20,496명, 공무원 8,960명)

이 참여하였고, 총 2,716회, 4,314시간 동안 숙의공론과정을 진행하였다. 지역주민, 활동가, 전문

가,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토의ㆍ토론과정은 정책사업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지역기반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0)

20) 김영빈, AHP기법을 이용한 시민주도형 민관협치계획 평가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서울터전, 제27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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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민관

<표 2-6>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민관협력회의 현황(참여인원, 19개구)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협치회의 2,848 167 31 134 209 183 77 871 265 290 166 247 208

운영위원회 2,091 128 160 96 228 163 81 439 229 139 173 143 112

분과회의 4,381 190 229 130 361 709 591 669 205 340 450 278 229

워킹그룹회의 11,397 533 554 428 664 1,367 1,116 1,653 729 964 1,562 1,075 752

워크숍 1,184 30 0 0 0 187 251 118 27 80 96 328 67

사무국회의 343 10 24 28 34 5 7 31 68 42 30 30 34

기타 7,212 150 236 277 500 1,635 1,850 660 244 222 334 943 161

합계 29,456 1,208 1,234 1,093 1,996 4,249 3,973 4,441 1,767 2,077 2,811 3,044 1,563

자료: 서울특별시(2020b)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분야별 세부사업의 현황은 <표 2-7>과 같다. 도시생활환경분

야(31.6%)가 가장 높고, 복지(20.6%)와 교육(12.9%)분야 순서로 높은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세

부 분야를 살펴보면 도시환경개선 분야는 쓰레기, 주차, 기후변화대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

지 분야는 노인, 장애인, 아동, 1인 가구, 사회단절계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분야는 아동ㆍ

청소년 교육복지지원, 학습공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사

회혁신계획은 지역 주민과 착한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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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산업경제ㆍ일자리 분야보다 노인, 아동, 사회단절계층 등 사회적 약자

를 위한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7> 20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분야별 실행사업 현황(24개구)

분야 사업 수 비율(%) 세부 분야

도시환경개선 66 31.6 도시생활환경, 생활환경개선(쓰레기, 주차 등),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복지 43 20.6 노인, 장애인, 아동, 1인 가구, 사회단절계층 등

교육 27 12.9 교육, 아동청소년교육(복지)지원, 학습공간 및 교육지원, (복지)교육 등

문화 24 11.5 문화, 문화교육, 시민문화향유 등

산업경제 15 7.2 산업경제,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경제 등

마을공동체 11 5.3 마을공동체, 소통나눔, 마을환경, 공동체 강화 등

안전한 환경 7 3.4 안전한 환경조성,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등

주민 공간 4 1.9 주민 공유공간 등

일자리 3 1.4 일자리 창출 등

기타 9 4.2 글로벌 관광자원, 청년, 도시재생, 여성 등

합계 209 100 -

자료: 서울특별시(2020c)

4. 정책형성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OECD 10대 기본원칙

OECD의 경우 정책과정에서 시민을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참여를 촉진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21) 더불어 정책과정에서 시민을 관여시키는 것은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위한 핵심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 시민의 참여는 정부로 하여금 보다 광범위한 정

보, 관점 및 해결방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결정의 질(quality)을 향상시키고, 시민과의 상

호작용 증진에 대비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정에서 고려되기를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고, 투

명성ㆍ책무성 증진과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한다고 언급한다.22) 또한 

OECD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언급함과 동시에 정책과정에서의 성공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기본원

칙 10가지를 <표 2-8>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23)

21) OECD, Promise and problems of E-Democracy: Challenges of Online Citizen Engagement, Paris, 2003

22) 김상묵 외 2인,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한국행정논집, 16, 2004

23) OECD, Citizen as Partner: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ari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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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정책형성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OECD 10대 기본원칙

구분 변수 측정 문항

1
약속

Commitment
정책형성을 위한 정보제공, 협의 및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강한 의무와 리더십이 
정치인, 고위관리직 등 다양한 계층에서 요구됨

2
시민권리
Right

정보접근에 대한 시민의 권리, 피드백, 협의ㆍ참여에 대한 보장여부가 법률이나 
정책에 반영되어 있어야함. 특히 시민의 권리 행사 시 정부가 대응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시민권리 보장을 위한 독립적인 감시기구가 필요함

3
명확성
Clarity

정책형성 과정(정보, 협의, 적극적 참여)의 목적 및 제한요인들이 처음부터 명확하
게 정의되어 있어야 함. 시민(의견개진)과 정부(책임성 있는 정책결정)의 역할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공유됨

4
시간
Time

공공협의 및 참여는 가능한 정책 초기에 실행하여 보다 폭넓은 정책 솔루션을 
허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적절한 시기의 협의와 
참여는 효율성을 높임

5
객관성

Objectivity
정책형성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한 정보는 객관적이고 완전하며 접근가능해야 
함. 모든 시민은 정보접근 및 참여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

6
자원

Resources

효율적인 공공정보제공, 협의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적절한 재정, 인력 
및 기술적 자원이 필요함. 정부 관료들은 적절한 기술, 지침 및 훈련의 기회가 
주어져야하며 이런 노력을 지원하는 조직 문화도 중요함

7
조정

Co-ordination

시민에게 정보, 피드백, 협의 등의 제공은 지식관리 증진, 정책 일관성 유지, 
중복성 회피 및 시민의 정책협의피로현상(consultation fatigue)을 줄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조정되어야 함. 그러나 혁신과 유연성에 대한 정부 능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8
책임성

Accountability

정부는 피드백, 공공협의 및 참여 과정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활용
할 의무를 가짐.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외부 감사에 친화적인 정책형성과정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 책임성 증진을 위해 중요함

9
평가

Evaluation
정부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 정보 및 능력을 함양해야하고, 평가과정에 
시민참여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함

10
적극적인 시민의식
Active citizenship

정부는 적극적인 시민과 역동적인 시민사회로부터 이익을 얻으며, 시민의 정보접
근과 참여를 증진하고, 인식을 강화하며, 시민의 교육과 기술을 강화,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함

자료: OECD(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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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가설 설정과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시민참여 핵심요소가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정책의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하여 시민참여 핵

심요소가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주 가설  시민참여 핵심요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1  시민참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강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시민권리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장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다양한 시민참여과정(프로그램)을 쉽고 정확하게 홍보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4  시민참여 정보를 숙지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제공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5  공공사업의 집행과정ㆍ결과에 대해 투명성이 높을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6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정ㆍ인력 등의 지원을 충분하게 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7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8  시민참여의 결과가 정책에 잘 반영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9  공공사업의 평가과정에 시민참여 기회가 많을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10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위한 수단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다.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2

개 이상인 경우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 방법에 의해 추정하는 회귀분석방법이다. 종속변

수는 정책만족도(Policy satisfaction), 독립변수로는 약속(Commitment), 시민권리(Right), 명

확성(Clarity), 시간(Time), 객관성(Objectivity), 자원(Resources), 조정(Co-ordination), 책임

성(Accountability), 평가(Evaluation), 적극적인 시민의식(Active citizenship)으로 설정하였

다. 이와 같은 변수를 기반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의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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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모형

2. 변수의 구성

<표 3-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와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종속변수는 시민참여 정책만족

도이고 독립변수는 OECD에서 제안하는 ‘정책형성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OECD 10대 기본

원칙’을 준용하여 선정하였다. 다만, 변수 정의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측정문항의 정의는 지역(자

치구)기반 시민참여 특성을 반영하여 최적화하였다.24)

24) 설문조사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Commitment는 약속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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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변수의 정의

분류 변수 변수 정의 측정 문항

종속
변수

정책 만족도
Policy satisfaction

시민참여 정책에 대한 만족도
당신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고 있는가?

독립
변수

약속
Commitment

시민참여를 위한 리더십
구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향에 대해 구청장이 적극적
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시민권리
Right

시민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구청은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에 대해 제도적
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명확성
Clarity

정책형성과정의 명확한 공유
구청은 다양한 시민참여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시간
Time

효율적 참여를 위한 시간 
제공

다양한 시민참여 정보를 주민들이 숙지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객관성
Objectivity

정보 접근, 참여과정의 
투명성

구청은 사업 진행과정ㆍ결과, 구정계획 실행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원
Resources

적절한 재정ㆍ인력 등 지원
구청은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조정
Co-ordination

정책협의 피로 감소를 위한 
조정

구청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때 부서 간 칸막이를 해
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책임성
Accountability

시민참여 결과의 이행
다양한 참여를 통해 발굴된 주민의 의견들이 구정 정책
에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평가
Evaluation

평가과정의 시민참여
구청은 다양한 사업의 평가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적극적인 시민의식
Active citizenship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
구청에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료: 서울특별시(2020d)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실행 자치구(19개)의 참여 시민 775명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고, 표본추출은 모집단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였다. 설문항목의 측정척도는 각 측정항

목별로 1점(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의 측정

문항은 분석을 위한 변수의 정의와 동일하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에 기반한 온라인(모바

일) 조사로 진행하였고, 조사기간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민참여 핵심요소가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

여 전통적 형태의 회귀모형인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포함된 상관관계분석과 다

중회귀분석은 STATA 13.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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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시민참여 핵심요소와 정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설문조사는 남성 257명(33.2%), 여성 518명(66.8%)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20대 15명

(1.9%), 30대 66명(8.5%), 40대 214명(27.6%), 50대 294명(37.9%), 60대 이상 186명(24%)으

로 응답하였다. 

거주기간은 1년미만 21명(2.7%), 2년이상~5년미만 85명(11%), 5년이상~10년미만 81명

(10.5%), 10년이상~20년미만 217명(28%), 20년이상~30년미만 170명(21.9%), 30년이상 201

명(25.9%)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활동기간은 1년 미만 63명(8.1%), 2년이상~5년미만 199명

(25.7%), 5년이상~10년미만 206명(26.6%), 10년이상~20년미만 177명(22.8%), 20년이상~30

년미만 95명(12.3%), 30년이상 24명(3.1%)로 나타났다.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775 100
거주
기간

1년 미만 21 2.7

2년이상~5년미만 85 11.0

5년이상~10년미만 81 10.5

10년이상~20년미만 217 28.0

20년이상~30년미만 170 21.9

30년 이상 201 25.9

성별
남성 257 33.2

활동
기간

1년 미만 63 8.1

여성 518 66.8 2년이상~5년미만 199 25.7

연령

19세~29세 15 1.9 5년이상~10년미만 206 26.6

30세~39세 66 8.5 10년이상~20년미만 177 22.8

40세~49세 214 27.6 20년이상~30년미만 95 12.3

50세~59세 294 37.9 30년 이상 24 3.1

60세 이상 186 24.0 없음 11 1.4

<표 4-2>는 측정 변인들의 평균(Mean), 표준편차(S.D), 최소값(Min)과 최대값(Max), 왜도

(Skewness)와 첨도(Kurtosis)에 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약속(시민참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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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리더십)은 4.9626 , 적극적인 시민의식(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은 4.9948의 높은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의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시간(효율적 참여를 위한 시간 제공)은 4.5161, 조정

(정책협의 피로 감소를 위한 조정)은 4.489의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1.4에서 1.6으로 나타나 개인에 따른 편차가 다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편, 왜도와 첨도 모두 단변량 정규 분포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왜도≤3.0, 첨도≤7.0)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

<표 4-2>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변수 변수 정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정책 만족도
Policy satisfaction

시민참여 정책에 대한 
만족도

775 4.8271 1.4489 1 7 -0.4060 2.8179 

약속
Commitment

시민참여를 위한 
리더십

775 4.9626 1.6456 1 7 -0.5529 2.6114 

시민권리
Right

시민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

775 4.7032 1.4758 1 7 -0.3060 2.7823 

명확성
Clarity

정책형성과정의 
명확한 공유

775 4.8942 1.4677 1 7 -0.3786 2.5983 

시간
Time

효율적 참여를 위한 
시간 제공

775 4.5161 1.5307 1 7 -0.2619 2.6671 

객관성
Objectivity

정보 접근, 
참여과정의 투명성

775 4.8800 1.4828 1 7 -0.3930 2.7642 

자원
Resources

적절한 재정ㆍ인력 등 
지원

775 4.8297 1.4258 1 7 -0.2793 2.7479 

조정
Co-ordination

정책협의 피로 감소를 
위한 조정

775 4.4890 1.6073 1 7 -0.1660 2.4519 

책임성
Accountability

시민참여 결과의 이행 775 4.8013 1.4939 1 7 -0.3863 2.6284 

평가
Evaluation

평가과정의 시민참여 775 4.8865 1.5165 1 7 -0.4391 2.6853 

적극적인 시민의식
Active citizenship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

775 4.9948 1.4609 1 7 -0.2871 2.5131 

25)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ford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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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표 4-3>은 시민참여 핵심 요소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요소들이 서

로 정(+)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고, 요소들 간의 관계성 또한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또한 약속, 시민권리, 명확성 등 시민참여 핵심요소 10가지 모두 정책만족도와 유의미한 정(+)

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3>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수 변수 정의
Correlation 
Coefficient

P>|r|

약속
Commitment

시민참여를 위한 리더십 0.7191 <0.001***

시민권리
Right

시민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 0.7331 <0.001***

명확성
Clarity

정책형성과정의 명확한 공유 0.7508 <0.001***

시간
Time

효율적 참여를 위한 시간 제공 0.7533 <0.001***

객관성
Objectivity

정보 접근, 참여과정의 투명성 0.7342 <0.001***

자원
Resources

적절한 재정ㆍ인력 등 지원 0.7312 <0.001***

조정
Co-ordination

정책협의 피로 감소를 위한 조정 0.7265 <0.001***

책임성
Accountability

시민참여 결과의 이행 0.7696 <0.001***

평가
Evaluation

평가과정의 시민참여 0.7719 <0.001***

적극적인 시민의식
Active Citizenship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 0.7027 <0.001***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N=775. *p<0.05, **p<0.01, ***p<0.001

3. 시민참여 핵심요소가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민참여 핵심요소가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약속(시민참여를 위한 리더십), 명확성(정책형성과정의 

명확한 공유), 시간(효율적 참여를 위한 시간 제공), 객관성(정보 접근, 참여과정의 투명성), 책임

성(시민참여 결과의 이행), 평가(평가과정의 시민참여), 적극적인 시민의식(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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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리(시민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 자원(적절

한 재정ㆍ인력 등 지원), 조정(정책협의 피로 감소를 위한 조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간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공선성(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결과 값도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분석 결과의 왜곡 문제

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4> 회귀분석 결과

변수 Coef. Std. Err. t-value VIF P>|t|

Constant 0.573742 0.1158 4.96 - -

약속
Commitment

0.070044* 0.0333 2.11 3.48 0.036

시민권리
Right

0.036824 0.0425 0.87 4.58 0.387

명확성
Clarity

0.089029* 0.0444 2.01 4.94 0.045

시간
Time

0.099598* 0.0436 2.29 5.17 0.023

객관성
Objectivity

0.090101* 0.0404 2.23 4.17 0.026

자원
Resources

0.025564 0.0461 0.55 5.03 0.580

조정
Co-ordination

0.043179 0.0378 1.14 4.29 0.254

책임성
Accountability

0.172382*** 0.0450 3.83 5.25 0.000

평가
Evaluation

0.160358*** 0.0456 3.51 5.57 0.000

적극적인 시민의식
Active Citizenship

0.095863* 0.0383 2.50 3.64 0.013

*p<0.05, **p<0.01, ***p<0.001. R-square: 0.69, Adj R-square: 0.68

분석 결과, 시민참여 결과의 이행(책임성)이 높을수록(p<.001)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성은 참여의 효능감과 긴 하게 연결되어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다

양한 성격의 정책과정에 참여했을 때 그 논의 결과의 실제 이행여부에 매우 주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책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3가지 요소(시민권리, 자원, 조정)를 제외하

면 설문조사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4.8013)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정책만족도에 대한 



132  시민참여 핵심요소가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핵심요소로서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진다.

두 번째, 평가과정의 시민참여(평가) 기회가 많을수록(p<.001)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정의 시민참여는 대부분 정책의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고, 집행과 평가는 행정부

서에서 진행한다. 따라서 시민이 정책의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

다. 분석 결과는 시민참여 정책의 경우 그것이 어떤 집행과 성과를 이루었는가에 대한 평가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였을 때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효율적 참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제공(시간)될수록(p<.05)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에서 다양한 시민참여 정책을 진행함과 동시에 그 정보가 시민들에

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라는 요소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4.5161)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고

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시민참여 정책 관련 정보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시민에

게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네 번째,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적극적인 시민의식)을 할수록(p<.05) 정책만족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참여 정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식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 번째, 정보 접근과 참여과정의 투명성(객관성)이 확보될수록(p<.05) 정책만족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와 과정의 투명성은 정책과정의 시민참여에 있어 항상 대두되는 요소이

다. 특히 정책사업의 집행과정ㆍ결과, 구정계획 실행과정 등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 또한 평가과정의 시민참여와 유사한 맥락으로 정책 제안에 머무는 시민참여가 아닌 계획수

립ㆍ실행ㆍ평가 전 과정에 대해 투명하고 원활한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 번째, 정책형성과정이 명확하게 공유(명확성)될수록(p<.05)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시민들은 다양한 시민참여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해 쉽고 정확한 홍보

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 번째, 시민참여를 위한 리더십이 강할수록(p<.05)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참여 정책에 대해 보여주는 리더십의 수준에 따라 시민들의 정

책만족도는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참여 정책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

련 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 명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

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의 채택 여부를 정리하면 <표 4-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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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구분 가설 내용 채택 여부

주 가설  시민참여 핵심요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1  시민참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강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 2  시민권리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장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가설 3  다양한 시민참여과정(프로그램)을 쉽고 정확하게 홍보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 4  시민참여 정보를 숙지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제공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 5  공공사업의 집행과정ㆍ결과에 대해 투명성이 높을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 6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정ㆍ인력 등의 지원을 충분하게 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가설 7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가설 8  시민참여의 결과가 정책에 잘 반영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 9  공공사업의 평가과정에 시민참여가 기회가 많을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10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Ⅴ. 결  론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 정책을 기반으로 시민참여 핵심요소와 정책

만족도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시민참여 핵심요소가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정책 고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형성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10가지 핵심요소들이 정책만족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속(시민참여를 위한 리더십), 명확성(정책형성과정의 명

확한 공유), 시간(효율적 참여를 위한 시간 제공), 객관성(정보 접근, 참여과정의 투명성), 책임성

(시민참여 결과의 이행), 평가(평가과정의 시민참여), 적극적인 시민의식(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노

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권리(시민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 자원(적절한 

재정ㆍ인력 등 지원), 조정(정책협의 피로 감소를 위한 조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민참여 결과의 이행(책임성)이 높을수록(p<.001)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책임성은 참여의 효능감과 긴 하게 연결되어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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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격의 정책과정에 참여했을 때 그 논의 결과의 실제 이행여부에 매우 주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책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3가지 요소(시민권리, 자원, 조정)를 제외하면 

현재 수준을 묻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4.8013)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책임성)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시민참여 정책의 책임성 향상을 위한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시민에게 단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참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인 대응과 소통도 필요한 것이다.26)

두 번째, 평가과정의 시민참여(평가) 기회가 많을수록(p<.001)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정의 시민참여는 대부분 정책의 제안(suggestion) 단계에 머물러 있고, 집행과 

평가는 행정부서에서 진행한다. 따라서 시민이 정책의 집행과 결과에 대한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분석 결과는 시민참여 정책의 경우 그것이 어떤 집행과 성

과를 이루었는가에 대한 평가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였을 때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효율적 참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제공(시간)될수록(p<.05)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에서 다양한 시민참여 정책을 진행함과 동시에 그 정보가 시민들에

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라는 요소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4.5161)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고

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시민참여 정책 관련 정보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시민에

게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네 번째,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적극적인 시민의식)을 할수록(p<.05) 정책만족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참여 정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식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 번째, 정보 접근과 참여과정의 투명성(객관성)이 확보될수록(p<.05) 정책만족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와 과정의 투명성(transparency)은 정책과정의 시민참여에 있어 항상 

대두되는 요소이다. 특히 정책사업의 집행과정ㆍ결과, 구정계획 실행과정 등에서 투명성을 높이

는 것이 중요하다. 투명성은 공공부문의 통합성을 유지시키는 열쇠인 동시에 더 나은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역할을 하여 결국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27) 더불어 평가과정의 시민참여와 유

사한 맥락으로 정책 제안에 머무는 시민참여가 아닌 계획수립ㆍ실행ㆍ평가 전 과정에 대해 투명하

고 원활한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 번째, 정책형성과정이 명확하게 공유(명확성)될수록(p<.05)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시민들은 다양한 시민참여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해 쉽고 정확한 홍보

26) 이승종 외 1인, 시민참여론, 서울: 박영사, 2010

27) OECD,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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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달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

민의 정책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이렇게 형성된 시민의 교육

역량은 지방정부 신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28) 특히 이런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은 기

초단위의 지방정부에서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 번째, 시민참여를 위한 리더십이 강할수록(p<.05)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참여 정책에 대해 보여주는 리더십의 수준에 따라 시민의 정책

만족도는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리더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이 창조

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어야 하고, 대화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성과와 시

민참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이 필요하다.29) 이런 관점에서 시민참여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양한 소통 경로 등을 통해 명확한 리더십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부상하고 

있다. 비록 ESG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먼저 대두된 개념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윤리경영(Ethical Management) 등과 혼동되어 쓰이고 있지만30) 그 핵심 원리는 ‘지속 가능성’이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SG는 기업경영의 발전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 공공의 영역도 적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투명하고 지

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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