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와 소비자*
백병성**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학적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공급대상인 국민 또는 소비자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다. 소비자는 공공서비스와
의 관계에서 위치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다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감시자나 주권자로서보다는 오
히려 고객이나 소비자로서 자리 매김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서비스에서 공급 대상인 소비자를 고객으로서 또는 소비자로 불려지고 연구된 것은
아주 최근의 현상이다. 그것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관찰이었
다. 이것은 소비자의 권리나 요구 또는 참여를 목적으로 한 접근이기보다는 오히려 공급쪽의 저비
용과 고효율을 위한 수단으로서 소비자를 보고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진정한 효율성과 내부개혁을 위하여 또 소비자로서 권리를 확보하고 제대로 된 서
비스를 받기 위하여 소비자의 자리를 공공부문까지 넓혀 연구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
공급 대상으로의 ‘소비자’에서 소비자가 소비의 대상으로의 ‘공공서비스'를 생각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학에서 공공서비스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을 모색하고, 공
공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3개의 연구분야를 제시했는데, 첫째 소비자학적 입장에서 공공서비스
에 대한 평가와 만족에 관한 연구, 둘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셋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와 요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Ⅰ. 머리말

고객이며 소비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나 자치단체가 제공하
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고객이나

본 연구는 그동안 소비자의 개념과 위치를 사

소비자로 부르기보다는 통치의 대상인 국민이

적인 영역(거래관계)에만 한정하였던 관심을

나 수혜자인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

공공부분에까지 넓혀 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가 정보화․개방화되면서 정치와 행정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
가나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이용

유연해지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급의 효율성
과 수요자의 요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은 국민이고 주민이다. 이들은 정치적

공공서비스의 공급대상인 국민 또는 소비자

으로 주권자이고 민주국가의 시민이며 공급자

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다. 제공하는 공공서

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한다는 면에서는

비스를 이용한다는 면에서는 고객 또는 소비

* 본 논문에 조언을 주신 익명의 두분 심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선임연구원(E-mail : bbs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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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면에서

에 접근가능성이 있는 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는 공공서비스의 주인으로, 공급자인 공공조직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공공서비스는 국가

을 감시하고 비판한다는 면에서는 통제자 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적인 서비스

는 감시자의 위치에 있다. 공공서비스와의 관

중에서 소비자가 이용요금을 지급하고 그 반대

계에서 국민은 위치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다

급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요금재 공공서비스인

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감시자나 주권자로서

우편, 철도, 상수도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보다는 오히려 고객이나 소비자로서 자리 매

는 국방이나 치안과 같이 조세에 의해 공급되지

김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 않고 또 전기와 가스처럼 공급주체가 민간이

공공서비스에서 공급 대상인 소비자를 고객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는 요금 등을 지불하고 국

으로서 또는 소비자로 불려지고 연구된 것은

가가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상

아주 최근의 현상이다(Wagenbein & Reurink,

대적으로 소비자의 시각에서 접근하기 용이할

1991). 그나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에서 소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의 범위로 설정했다.

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관찰이었다. 소비
자의 권리나 요구 또는 참여를 목적으로 한
접근이기보다는 공급측의 저비용과 고효율을
위한 수단으로서 소비자를 보고 접근을 시도

Ⅱ. 공공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고찰

한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진정한 효율성과 내부개혁을
위하여 나아가 소비자로서 권리를 확보하고

2.1 공공서비스의 개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소비자의 자
리를 공공부문까지 넓혀 연구하고 접근해야

공공서비스는 행정현상의 하나로 인간의 문

할 것이다. 이는 서비스공급 대상으로의 ‘소비

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

자’에서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공공서비스’를

기 위하여 한 사회내의 편익을 배분하게 되는

생각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정부의 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공공서비

범위를 공공부문까지로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

스는 정부활동의 결과로서 공공재의 성질이

를 ‘일반적으로 국민일반을 소비생활의 측면에

있으며 정부가 생산을 결정하고 직․간접으로

서 포착한 개념’(이기춘, 1990)에서 벗어나지

제공한다는 뜻에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신

않고, 소비자를 사적이든 공적이든 공급에 대

무섭․안국찬, 1997).

립되는 개념(김영신 외, 2000)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개념정의는 명확하지

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소비자의 개념은

않은데, 구매와 선호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사회가 소용돌이의 장(場)속에 있는 시점에서

공여될 수도 있고 비용부담자와 소비자와의

다시 한번 재고될 필요가 있다. 즉, 소비자를

관계 등을 통해서 볼 때 재화와 서비스의 명

연구하는 소비자학계에서도 공공서비스와 관

확한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다.

련된 소비자연구와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재화와 서비스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공공서비스

실제 구별의 실익이 없어 공공서비스를 공공

에 대한 이해와 최근의 공공서비스의 변화현

재와 동일시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황 그리고 소비자관점에서 어떻게 공공서비스

시도가 보다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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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론(Ostrom, 1990 ; 김동건, 1996 ; 박희서,

는 정부조직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된다. 따

1999 등)으로 서비스의 성격이 비배타성(非排

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정부

他性 : non-exclusion)과 비경합성(非競合性 :

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용해야 한다.

1)

non-rivalry) 을 지니면 이를 공공재 또는 공
공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대체서비스의 부족이다. 공공서비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

공공서비스는 서비스의 성격, 사회적 기능,
공급비용 및 수혜범위, 생산주체 및 구매주체

다. 다양한 대안의 모색과 저질서비스에 대한
거절이 가능한 상업적 서비스와 다르다.

(손희준, 1994)와 공공서비스의 자체 권력관계

셋째, 교환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동희, 2001) 등에 의해 <표 1>과 같이 유형

공공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만 세금

화할 수 있다.

을 내기 때문에 무료는 아니다. 세금은 혜택을
받는 것과 무관하며 교환의 의미는 아니다.

2.2 공공서비스의 성격

따라서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
하여 규제하게 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공공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정부 또는 공기업의 존재는 곧 자원배분에 대

공공경제에서 공공서비스는 대부분 또는 전액

한 정부의 개입을 의미한다. 정부에 의한 진입

세금에 의해 생산되고 이윤을 내지 않는 중요

제한이나 가격통제와 결정은 시장경제운영의

한 특징을 갖고 있어 소비에 있어 비배타성과

예외적인 조치로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비경합성이라는 공공재로서로의 특징을 지니

되는 기업의 진퇴와 가격이 자원배분의 효율

고 있다(박희서, 1999).

성이나 사회적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첫째, 공공서비스의 독점성이다. 공공서비스

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공공서비스는 현실적

<표 1> 재화의 분류
유형
서비스성격에 의한 유형

재화의 구분
시장재

특징

예

안전, 규격, 상표 등의 집단적 행위 필요

일반상품

공동 소유제

과소비 문제발생으로 규제필요

공기, 물

요금재

자연독점상태로 독점이익방지 필요

전기, 가스, 상수도

집합재

무임승차문제 발생

순수 공공재

일상적 서비스

사용료에 의해 이용이 결정됨

상하수도, 교통 등

보호적 서비스

예방적 기능과 구제기능

경찰, 소방

발전적 서비스

육체적, 정신적 발전을 목적으로 함

교육, 도서관

사회적 서비스

최소한의 기본적인 서비스

병원, 직업훈련

행정작용법적 관계유형

권력관계

국민에게 명령, 강제

행정소송으로 다툼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에

관리관계

재산 또는 사업의 관리주체의 지위

민사소송으로 다툼

(비경합적 소비와 비배타
성의 존재유무에 따라)

사회적 기능에 의한 유형
(사회에 미치는 기능에 따
라)

따라)

국고관계
국가가 사인의 지위에서 계약함
자료 : 김동희(2001) ; 손희준(1994), 자료를 재구성

민사관계

1) 비배타성(non-exclusion)이란 일단 서비스가 제공되면 그 서비스로부터의 배제가 불가능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기 않는 사람들을 그 서비스의 혜택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용자부
담원칙의 적용이 어렵다. 비경합성(non-rivalry)이란 한 개인이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다른 모든 개인들이 얻는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소비하며 동등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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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등의 경제적인

를 위한다는 면과 이용관계의 법적인 면에서

이유와 국방 혹은 정치 등 비경제적인 이유로

공공서비스의 이용이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

정부가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 어떤 경우든 자

인지 보면 다음과 같다.

원배분과정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효율성을

현재 공공서비스 이용관계는 모두 공법관계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서 규제의 필

라든가 또는 모두 사법관계라고 하는 설은 없

요성과 동기를 찾는다.

다. 공공서비스 이용관계도 사인이 경영하는 동

공공서비스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연독점

종의 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

이 형성되어 독점적 상태가 발생하는 사업을

에 공공서비스 이용관계는 공법관계로 보아야

관리하기 위해 공기업 형태의 관리와 규제가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관리관

필요하다(백상기․이상철, 1998).

계 또는 국고관계는 사법관계의 성질을 가진다

공공서비스 공급과 같은 자연독점시장에 규

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우편․철도․상수도․

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높은 독점가격

국․공립병원의 이용관계의 성질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규제를

비록 그것의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받지 않는 독점기업의 경우 한계비용과 한계

가지 법적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성질은 사

수익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되며,

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판례 또한 마찬

그 생산량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지이다.

2)

가격을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높은 가격과 적

공법관계여부는 개별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은 산출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보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백상기․이상철, 1998).

고 있다.

또 공급주체인 정부와 이용자인 소비자의 관

첫째, 법에 명시된 규정이 있는 경우이다.

계에서 정부는 공급주체로 하여금 공평하고

즉, 이용요금의 징수에 행정상 강제집행이 인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정되는 경우, 이용관계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부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일정한 계약자유를 제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한하는 등의 규제를 함으로써 공공성을 구현

둘째, 법률관계의 공공성이 특별히 강한 경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조직의 효율적인

우이다. 법이 공법관계로 볼 수 있는 특별규정

운영과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부가 해당 조직

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률관계가

에 대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 공익성이 특별히 강한 경우에는 그것
을 공법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2.3 공공서비스의 이용관계

학설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이용관계는 법률에 특별

공공서비스 이용관계의 성질(김남진, 1996)

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공공성이 특별히 강한

을 알아보는 것은 공공서비스 이용과 관련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사법관계에 있다

여 소비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불만이나 분쟁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을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 소비자피해 구제

공공서비스 분야에 관한 일반법은 없지만 공

2) 공공서비스이용 관련 판례를 보면, 철도이용으로 발생한 소송을 항고소송여부에 대한 판단(서고판 1970.2.10, 69구63), 여객의
사망사건(대판 1971.12.28, 71다2434) 전화가입(대판1976.6.24, 77누132), 전화이용관계(대판 1982. 12.28, 82누441) 등은 사법상
관계로 보고 있다. 다만, 수도료부과징수에 대해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판례(대판 1977.2..22, 76다25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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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로서의특징을

소비자가 공공서비스에 대해 거래당사자로서

찾을 수는 있다. 즉, 공공서비스공급은 일반

의 정당한 주장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소비자에 의한 계약관계의 일종으로 거래가

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이용약관의 구속성,

이루어지나 서비스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반

서비스공급의 공정성측면에서 소비자를 보호

민사관계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는 면이 있다.

공서비스

관련법에서

첫째, 공공서비스 관련 법규의 공정성이다.
공공서비스는 소비자 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소비자 각 개인의 소비생

Ⅲ. 최근 공공서비스의 변화

활에 평균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자인
소비자는 하나의 집단을 이루게 된다. 이용자
의 집단성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차등 없이 공

3.1 공공서비스의 경쟁력제고

평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적 거래에
서는 공급자가 소비자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1994년 11월 OECD 산하 행정관리위원회

제공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는 모든 소비자

(PUMA : Public Management Committee)의

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심포지움에서 “서비스로의 행정, 고객으로서의

한다. 특정한 소비자에게만 특별한 이익이나

국민”이라는 구호아래 정부의 대응성(respon-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siveness)을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

둘째, 공익성이다. 공공서비스 이용관계는 공

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공서비스와 소비자관계를 다른 일반계약관계

이는 국가의 역할 가운데 부를 재분배하는

와 같이 대립하는 거래당사자의 개인적 이해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혜택의 제공자(bennefit

관계의 조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provider)“로서의 역할에서 국가가 오히려 시

일반국민의 이해에 관계시키고 있다. 따라서

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장형성

해당 공공서비스 공급조직의 설립법 및 사업

자(builder

법은 공공서비스 제공주체의 설립 및 사업에

2001)변화에 따라 시장에서의 소비자를 공공

대하여 규제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

서비스제공에 고려하여야 할 큰 변수로 생각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조건, 요금

하게 되었다.

등과 관련된 약관에 대하여도 행정적인 감독
을 강화하고 있다.

of

market)"로서의 기능(정용덕,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 부분에서 상대
적으로 공공서비스 부분이 낮은 수준에 있고,

셋째, 강행법성이다.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와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공급자간에 사적자치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

목표로 무한 경쟁시대의 정부 경쟁력을 제고

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공공서비스의 독점적

하기 위해 현대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사업운영에 따른 체약강제(締約强制), 이용약

3C 즉, 변화(Change) 고객(Consumer) 경쟁

관의 구속성 등 공공서비스 관계법의 강행법

(Competition)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

규정을 들 수 있다.

화하고, 고객 우선주의를 실현하며, 행정에 경

이와 같이 공공서비스의 이용관계를 공법관
계로 보면 소비자권리를 제한하는 면과 오히
려 소비자를 보호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 즉,

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생산성을 향상시
킨다는 것이다(총무처, 1997).
공공 또는 행정서비스개혁의 전략은 신공공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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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론 또는 신관리주의라는 수단을 통하는

1990년대 중반에 들어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데 대표적으로 대리이론에서 시작된다. 대리인

소비자중심의 접근방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

3)

이론 은 국가공무원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다(이종범, 1996 ; 박세정 외, 1996 ; 박천오,

행위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

1997 ; 권해수, 1997 ; 주재연․정윤수, 2000).

인가에 초점을 두고 공무원을 통제하는 방법

이는 공공부분전반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 민주사회에서 국민들

또는 고객만족이라는 용어의 유행을 가져왔다.

이 정치적 주권을 가지듯이 시장에서 소비자

그런데 공공부문에서의 고객지향적 연구는

가 경제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소비자주권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연구된다. 정책

론의 도입이다(하혜수 외, 1999).

이나 서비스 내용에 관한 것과 공공서비스 전

이러한 배경하에 공공부문의 개혁으로 우선
들 수

달체계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전자의 것은 고

있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행

객의 권리차원에서 고객의사를 반영하고 자신

정에서의 “고객 또는 소비자”의 등장이다. 민

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며 정보를 요구하는 것

영화는 이윤동기와 규모경제의 원리와 같은

이다. 후자는 공무원이나 담당자의 고객지향적

민간부문의 장점을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공공

인 사고를 의미하는데, 상호의사전달과 대응

서비스의 질과 양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또

성․일관성․전문성․정확성․정중하고

민영화는 순수한 공공재를 제외한 소비자 개

한 서비스제공을 의미한다(박천오, 1997).

친절

인별로 혜택을 주고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만족은 소비자위주의

서는 사용자부담의 원리에 입각한다는 원리이

경영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소비

다. 민영화의 구체적인 형태는 전문성과 서비

자 위주의 경영은 국민만족 경영 또는 고객만

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민간이양의 확대, 경쟁

족 경영의 추구로 나타난다. 고객만족 위주의

입찰제의 도입, 책임경영제의 일환인 Agency

경영은 고객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

화, 인적자원의 개방을 위한 개방형 직위제(이

써 종사자의 직무만족, 위상의 개선, 국민의

수만, 1999) 등이다.

지지도 향상, 조직구성원의 자긍심 및 사기의
고취를 추구한다(박찬희, 1996). 이러한 목표를

3.2 소비자중심의 공공서비스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추구하는 ‘고객
중심의 경영 활동’을 공공기관에서의 소비자만

정부는 ‘고객중심의 행정’이라는 모토아래 각
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행정 등 공공분야에서 고객지향행정이란 고객
을 위한(for client), 고객과 같이(with client)하

족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공공분야의 소비자만족은 구체적으로 고객서
비스헌장제의 운영과 고객만족도 평가 또 민
간기법의 활용으로 나타난다.

는 공공서비스를 의미하고 국민이 어떤 서비스
를 원하며 국민에게 어떻게 제공할지를 행정기

3.2.1 고객서비스헌장

관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민의 견해와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K. Walsh,
1989).

공공서비스분야에서 고객의 평가와 만족수준
을 중시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행정서비

3) 대리인이론은 권순만․김난도(1995),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대리인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
보」, 29(1), 77-9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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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헌장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OECD국

를 행정과정에 반영하고자 1970년대부터 미국을

4)

비롯한 선진국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다.

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은 정부도 1998년 6월「행정서비스헌장」이란

고객만족도 평가의 핵심은 고객의 목소리

명칭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하였으며, 현재 대통

(Voice of the Citizen : VOC)를 행정과정에

령 훈령 제70호「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선에 도움

제정되어 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이를

이 되는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목적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입당시 10개 시범헌장을

두고 고객만족도 평가에 대해 고객의 절대적

제정한 이래 2000년말 기준 4,137개가 제정되

인 만족도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개선의 정도

어 운용되고 있다(라휘문, 2000 ; 행정자치부,

까지 포함하여 측정되어야 함을 강조(박경효,

2001).

2001)하고 있다.

고객서비스헌장 시행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고객(시민)평가제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계기

실시하고 있는 데 평가분야의 선정과 평가항

가 마련되었고, 서비스 이행기준․절차 등을

목 및 지표를 개발하여 자체 또는 외주를 통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투명

하여 설문조사와 모니터링을 이용한 조사를

성 제고와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

실시하고 있다.

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공무원중심의 행정
에서 고객지향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계기를

3.2.3 민간기법의 활용

마련하였다고 우리정부는 평가하고 있다(행정
자치부, 2001).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소비자위주의 서비스제
공을 목적으로 등장한 경영기법이 공공부문에

3.2.2 고객만족도 평가

서 민간기법의 활용이다. 공공영역에서 민간기
법을 활용하는데 근거를 이룬 이론적 배경은

고객만족도 평가는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고

공공선택론에 근거한 정부실패이다. 즉, 시장

객인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만족도'에 대한 질

은 자체의 교정메카니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최병대, 2000).

시장실패를 이유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질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는 공급자중

경우, 시장의 원리에 교란이 생기게 되고 여기

심의 행정관행을 수요자중심으로 전환시키는데

서 비롯되는 비효율이 크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어 고객의 목소리

공공부분의 독점과 팽창으로 경쟁유인이 상실

<표 2> 정부의 헌장제정‧운영현황
구

분

합계

1999년

2000년

합

계

4,137

1998년
27

626

3484

중앙부처

1,000

10

58

932

자치단체
3,137
17
568
2552
자료 : 행정자치부 문서 ; 제도07010-310(2001,9,12),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실태 확인․점검결과 통보
4) 행정서비스헌장은 1991년 7월 영국의 메이저 총리가 행정개혁시책의 일환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0년간
의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이란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영국의 시민헌장은 표준
(Standards), 정보(Information)와 공개(Openness), 선택(Choice)과 참여(Consultation), 정중함(Courtesy)과 도움(Consultation), 시정(Putting thing right), 그리고 비용개념(Value for Money) 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총무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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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비스별 유형 및 내용 :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비스 분야

평가내용(항목)

민원서비스

①민원안내 및 접근용이성 ②공무원의 대응 친절도 ③이용편리성 ④전문성 ⑤업무처리

(21개 평가지표)
보건의료
(13개 평가지표)
상수도
(11개 평가지표)
시내버스
(23개 평가지표)
지하철
(19개 평가지표)
청소
(13개 평가지표)

도 ⑥업무처리 편리성 ⑦편의, 쾌적성
①서비스만족도 ②서비스효과에 대한 신뢰성 ③직원의 업무태도 ④편리성 ⑤시설 및
환경 만족도 ⑥서비스에 대한 시민요구
①수도요금 차원 ②수질차원 ③공급 및 관리차원
①운전기사 ②버스시설 및 편의성 ③쾌적성 ④안전운행 ⑤운행실태 ⑥대중교통체계
①열차운행 ②환승 및 연계 ③역무 및 열차 ④시설이용
①수거작업 ②환경미화원 및 차량 ③홍보 및 단속과 민원처리 ④쓰레기봉투

자료 : 최병대(2000, 125)

되고 비효율이 발생함으로 민간화의 필요성을

적으로 좌우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며, 서구의

주장한다(임주영, 1998).

시장경제론은 ‘아시아적 가치’와는 다르고 문

민간화의 일환으로는 우선 공기업의 비효율

화적인 차이로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

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민영화(전매인

다(임성철, 1999)거나, 기업형 정부는 경제적

삼공사, 한국전력),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차량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성, 경쟁주의, 성

유지, 도로보수, 쓰레기처리), 독립적인 사업단

과주의 등을 강조하다보니 민주성과 사회적

형태의 책임행정기관(우정사업본부), 민간참여

형평성 등의 보다 본질적 이념을 간과하게 된

로 행정서비스의 경쟁(미국과 영국의 우편서비

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허철행, 2000).

스, 미국의 쓰레기 청소),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를 보완할 수 있는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서비
스를 공급하는 제3섹터의 설치 등이다.
공공조직의 내부에서는 조직의 운영시스템을

Ⅳ.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학의
접근

성과주의, 시장지향적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
다. 즉, 공직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행정
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앙부처

4.1 공공서비스의 이론적 접근

실․국장급 직위 중 일부를 공직내외에 개방
하는 개방형임용제도, 개인별 업적평가결과에

공공서비스를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자 시각

따라 연봉액을 차등지급하는 제도 등(서필언,

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론을 찾아보면 우선

2000)이 그것이다.

소비자주권론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공분야에 민간화 또는

패를 바탕으로 한 공공선택이론, 영국의 시민

기업가적 정부론에 대하여 비판도 있다. 양적

헌장을 모델로 한 시민참여론, 위임-대리인이

인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 공무원이 자기이

론 등을 모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

익을 추구하지만 정부의 역할과 규모를 결정

자주권론과 공공선택이론 및 시민참여론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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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상요구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주권론으로 공
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분석은 가능하다고

4.1.1 소비자주권론
소비자주권론은 정치의 세계에서 투표권자인

본다.
4.1.2 공공선택이론

국민이 주인이듯 시장에서는 구매라는 투표권
을 행사하는 소비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이다.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인간은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은 시장이

합리적이고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행

완전하게 기능할 때 생산자가 무엇을 얼마만

위라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전제로 한

큼 생산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권리는 소비자

새로운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ics)에 대한

에게 있다(Hutt, 1936)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

경제학의 적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소병희,

택과 결정권을 중시한다. 경제이론상 시장이

1999). 공공선택이론은 관료제의 내부조직과

완전한 기능을 하면 소비자문제는 발생하기

정책결정과정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

어렵지만 현실의 시장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조직의 내재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이론이다

비대칭성 등의 시장실패요인과 소비자의 비합

(최병선, 1992).

리적인 소비행위로 소비자주권이 보장되지 않

공공선택론자들은 인간을 시장이나 비시장상

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황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

위하여 소비자에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구하는 경제인(homo economics)이라고 전제한

써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후 관료는 대략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에

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

도달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첫째, 정부가

소비자주권론은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공공지출은 적정

자본주의경제에 있어 경제유형, 산업구조, 산

수준을 넘어 증가되어 간다. 둘째, 이러한 이

업유형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이 소비자에

유로 공공부문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제공은

게 있다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주장이다(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공무원은 자신

기춘 외, 1996). 이러한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보

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

호법에 언급된 소비자권리라는 구체적이고 실

에 부처의 예산을 증가시킴으로써 기구의 확

천적인 수단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대를 가져오고 기구의 확대는 승진기회를 갖

소비자주권론은 시장에서 상품생산과 소비에

게되며 업무의 격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관한 소비자의 선택과 결정권을 중시한다는

이러한 공무원은 고객(주인)인 국민보다 정

점에서 공공서비스에서도 생산과 제공과정에

보를 더 많이 갖게 되고 예산의 팽창을 정당

대한 고객의 선택과 권리를 강조하는 현대 공

화할 수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은 고객(주인)

공서비스의 제공기준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

으로 하여금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위를 방지

작용한다(하혜수 외, 1999). 소비자주권론에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임주영, 1998).

상품과 서비스정보에 관한 알권리, 생산량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쟁원리를

결정권, 잘못된 상품과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도입하고 공무원들에게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

보상받을 권리 등을 강조하듯이 공공서비스의

데,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이

결정과정에의 참여, 정보요구 및 피해에 대한

공공의 선택을 강화하는 것(Mueller, 197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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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역설한다. 따라서 공공선택의 중심적인

시민참여론은 고객을 소비자로 보는 공공선

주제도 국가이론, 투표규칙, 투표행태, 정당정

택이론과는 달리 적극적인 참여자로 본다. 즉,

치 등과 같이 정치학의 그것과 유사하다.

개인을 소비자가 아닌 권리와 책임을 가진 시

공공선택이론은 여러 가지 유파로 나뉘어 발

민으로 간주한다. 고객은 공공서비스를 수동적

전해왔는데 그 중에서 공공서비스와 소비자가

으로 제공받는 소비자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관련된 공공선택이론은 시장실패에 관한 연구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간

이다. 이들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배분, 외

주한다. 따라서 고객인 소비자는 소비자로서의

부효과와 규모의 경제, 그리고 개인의 선호를

권리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공공서비스에 직

실현시키기 위한 비시장적 절차에 대하여 관

접 참여하고, 그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시민

심을 갖는다.

으로의 권리부여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시민은 공공재의 선택권뿐만 아니라 이동이

다. 소비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정책

라는 수단을 통하여 중앙 또는 지방정부 자체

은 공공의 주인으로서 또 직접적인 정치적 통

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시민을 고정

제로 나타난다(Willett, 1997).

된 유권자가 아니라 이동하는 고객(mobile

시민참여는 동원성 참여나 조작에 의한 참여

customer)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계속 만족시

에서부터 정책결정이나 권력행사에 이르기까

키기 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

지 다양하지만, 시민이 정책결정이나 서비스제

이다(Hirschman, 1970).

공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선호와 요구, 의견

공공선택이론은 공공서비스공급에 고객의 선

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택과 정부간의 경쟁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행정의 패러다임이 분권화와 경쟁위주로 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Boyne, 1996)한다는 점

환하면서 시민참여론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참

에서 공공서비스와 소비자와의 접근에 이론적

여를 수용하는 행정(공급자)에서도 자연스럽게

틀이 된다고 본다.

받아들이고 있다(P. Hoggett, 1996). 공공부분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시민을 고객 또는 공공

의 소비자참여는 소비자의 요구나 선호를 공공

서비스의 소비자로 간주하는 측면이 강하다.

부분에 반영하는데 이는 경제적인 의미 뿐만

이러한 경향은 고객을 상품의 수요자 또는 사

아니라 정치적의미를 지닌다(K. Lunde, 1996)

용자로 간주하는 소비자주의(Consumerism)을

최근 들어 신시민권(new citizenship)이론이

반영한 것이다. 즉, 고객이 자신의 선호를 적

주장되고 있다(Rimmerman, 1997). 이는 정책

극적으로 표시하고 선호하는 서비스를 선택하

결정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참여권리를

는 점에서 공공서비스와 소비자문제를 고찰하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강조하고 있다.

는 이론적 배경이 된다.

시민참여론은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실질적인 참여와 참여기회의 확대를 강조한다

4.1.3 시민참여론

는 점에서 공공서비스와 소비자 특히 소외층
의 소비자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이론적 기초

시민참여론은 1960년대와 1970년대 강조된

가 될 수 있다. 시민참여론은 일반 시민 소비

이론으로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결정과 견고한

자뿐만 아니라 방문민원, 농민, 장애인, 노약자,

전문직업관료들의 권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

여성 등에 대한 강화된 서비스기준을 제시하

호하기 위해 주창된 것이다(Morrow, 1980).

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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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야별 연구과제

공기업의 일종에 불과하고, 또 공공서비스는
과거 산업정도가 뒤져있던 시대와는 달리 공

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공공서비스에
5)

공재로서의 성격도 약화되고 있다. 즉, 공공재

관한 관심은 많지 않은 편인데 , 신도철(1999)

로서의 성격인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의 문제도

은 '법원, 경찰, 구청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서

많이 완화되고 있다. 우편과 유사한 많은 사적

비스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문제에 관심을 가져

운송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고 수돗물 역시

야 하는 데 이는 공공서비스가 독점적으로 이

생수, 약수 등의 등장으로 우편․철도․상수도

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철도, 전

의 공공서비스 독점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기, 상수도 등도 경쟁에 직면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있는 경영자들은 사업의 공공성보다는 경영적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 측면에서 채산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공공서비스를 소비자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
는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가능한가?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적인 면에서 현행 소비자보호법 제2조 ‘사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법적인 성격이 공정성,

업자’의 정의에서는 물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

공익성, 강행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서비스의

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

이용이 일반적인 사적거래와 다른가 하는 점

고 있다. 법 제2조로 볼 때 공공서비스를 제공

이다.

하는 자를 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공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시각에서 접

이에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인 소비자이익을

근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보면 주민등록발급업

전제로 한 요금재 공공서비스 등에 대하여는

무나 병역사무 등 순수한 국가적 권력작용으

소비자관계를 사적 자치에 맡기고 소비자의

로 수행하는 업무 외에 소비자가 일정한 반대

불만과 피해에 대해 접근용이성과 관련 서비

급부(反對給付)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요금재

스경영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는 소비자시각에서 접근이 가능하

법률의 정비와 관련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다. 즉,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

공공서비스분야의 연구과제로 먼저 들 수 있

하는 우편․국공립병원․철도․상수도와 같은

는 것은 소비자의 만족과 평가, 소비자의 불만

사업은 그 서비스 제공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

과 피해에 관한 보상부분, 그리고 소비자의 참

자치단체이고 관련된 거래 규정들이 법이나

여와 요구부분이다.

조례형식을 띠고 있을 따름이지, 소비자가 이
용하고 싶은 만큼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4.2.1 소비자만족과 평가

점에서는 사적거래와 하등의 차이가 없다.
요금재 공공서비스인 우편․철도․상수도 등

공공분야의 소비자만족과 평가에 관한 연구

은 국가의 비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경영하는

는 국내외의 공공분야 관련 학자들간 에 폭넓

6)

5) 이 분야의 소비자학계의 연구는 배순영, 「지역사회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참여-소비와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2. 이 있다.
6) 외국에서는 Paul Hoggett(1996), Bidhya Bowornwathana(1997), G. Ronald Gilbert․J.A.F.Nicholls․Sydney Roslow(1998․
9), Chris Willet(1997), Tormod K. Lunde(1996), Nikos Varelidis(1996), M. Minogue(1998), N Douglas Lewis(2001) 국내에
서는 이종범(1996), 박세정․박통희․유홍림(1996), 박중훈․김판석(1996), 박천오(1997), 하혜수(1999), 주재연․정윤수
(2000), 라휘문(2000), 박희서․오을임(2001)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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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 각 행정기관별로 ‘고
7)

라는 면에서는 공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객만족도 조사 등의 이름으로 체계적이고 광

소비자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합당한 요

범위하게 진행 중에 있다.

금을 지불한다는 면에서는 일반 사적재화와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조사는 서비스를 공급

차이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는 쪽의 논리와 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로 인한 소비자문제는 현대 경제

서비스의 주인인 소비자의 권리나 소비자시각

구조에 기인한 문제로서 사적인 재화로 인한

과는 차이가 있다.

문제와는 다른 면의 소비자문제를 지적할 수

공급자를 대변하는 행정 및 공공정책분야 전

있다(백병성, 2000).

공학자들은 공공(행정)서비스의 관리와 효율

첫째, 소비자불만이나 피해가 광범위하다. 공

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공서비스 이용의 일반적인 현상에 따라 소비

효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평가와 만

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일단 발생하게 되면 불

족에 관한 접근은 서비스의 수혜를 입는 국민

만과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된다.

으로서 또는 공공의 복지를 누리는 자로서의
평가이다.

둘째, 피해의 규명이 어렵다. 일반적인 재화
와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에게

따라서 소비자 측면에서 소비자가 공공서비

제공되기까지 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피해의

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세금이든 요금이든)하

원인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되었는지를 파악하

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소비자의 소리

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를 반영하고 또는 선택의 여지는 있는 지 등

셋째, 소비자와 서비스공급자간 지위가 대등

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하지 않다. 소비자는 경제력과 정보면에서 공

기대와 성과간의 일치문제,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서비스공급자 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고 경

소비자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연구,

우에 따라서 법적인 면에서도 서비스를 제공

또 공정성 측면에서의 서비스과정과 결과에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편의 규정

대한 만족도 등의 연구분야를 들 수 있다.

등으로 소비자는 열위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거래조

4.2.2 소비자불만과 피해보상

건이나 요금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교섭
이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공공서비스 관련 피해에 관한 연구는

넷째, 일부 요금재인 공공서비스는 요금의

행정학계는 물론 소비자학계에서도 거의 없는

부당징수, 연체료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상태이다.

피해가 심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 피해

공공서비스피해의 특징을 보면, 공공서비스
의 소비자문제는 사적재화의 일반적인 소비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와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다. 즉, 순수한

다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재와는 달리 우편․국공립병원서비스․상

물품과 용역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원 및 소

수도와 같이 요금재이면서 공공재인 공공서비

비자단체에서의 적극적인 피해구제가 어렵고,

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급주체

공공서비스 공급자의 피해구제기구의 소극적

7) 박중훈은 만족도를 구성요소로 “접근용이성, 편리성, 신속․정확성, 쾌적성, 환류성, 대응성, 공평성” 등 7개의 차원으로 구성
하고 있다(박중훈,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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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응과 피해보상규정내용의 미흡으로 소비

주의 정도와 요구수준과의 관계분석 등 다양

자의 불만과 피해는 한층 부가되고 있다.

한 측면의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보상

소비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참여와 요구는

문제에 관하여는 소비자보상 관련 법규정, 절

소비자의 권리차원에서 또 민주행정의 실현에

차 그리고 보상결과에 대한 만족/불만족에 관

서도 필요한 것이다. 소비자참여와 요구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해 공공서비스에 소비자의 참여의 장과 참여
방법, 역할, 참여효과 및 감시등에 관한 연구

4.2.3 소비자참여와 요구

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은 정
보화의 진전, 세계화에 따른 선진행정 경험,

Ⅴ. 맺음말

자치제의 실시 등으로 인해 날로 높아지고 있
다(정윤수, 2000). 정부는 소비자가 원하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본 연구는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과연 제공되는 서비스가 소비자인 국민이 실

와 소비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소비

질적으로 원하는 서비스인가에 대한 보다 철

자학적 접근을 모색해 보자는 데 목적을 두고

저한 분석이 따라야 한다. 이는 서비스를 공급

있다.

하는 행정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소
비자측면에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공공서비스의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소비자의
이용관계를 검토했다.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상의하달식이 아닌 소비자의 참여와 요구가

소비는 소비자와 계약관계의 일종으로 사적거

반영된 수요자가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요구

래의 관계에 있으나, 공정성과 공익성 등으로

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와 요구

인하여 공법관계로서의 성질도 지닌다. 이런

는 우선 행정의 민주화와 공공서비스의 통제적

공공서비스의 공법관계적 성질은 소비자의 권

인 면에서 요구된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질적인

리를 제한하는 측면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양

개선을 위해서 소비자의 참여와 요구는 어느

면성을 가진다.

정도이고 이는 유형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

소비자학에서의 공공서비스를 접근하기 위한

구가 필요하다(배순영․이기춘, 1997). 이는 시

이론적 틀로는 소비자주권론, 공공선택이론,

장원리와는 무관하게 독점적으로 공급되므로

시민참여론 등을 소개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해

그 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소비자)으로부터

소비자의 이용단계에 따라 소비자만족․평가,

평가받고 통제를 받는 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소비자불만․피해보상 및 소비자의 참여․요

의 마지막 보루(Brown & Pyers, 1988)라고 할

구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모색하

수 있다.

였다.

소비자입장에서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소비자로서 대

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소비자

우를 받고, 이용과정에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적

의 요구수준을 공공서비스별로 연구하는 것이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공공서비

요구된다.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된 공공서비스

스의 생산과 배분에 소비자의 요구와 참여가

와 그렇지 못한 서비스와의 비교연구, 소비자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주권을
소비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2002년 6월)

139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키

장 평가”,「지방행정연구」, 제14권 제2호(통

는 일이다.

권 49호), 101-102.

소비자학에서의 공공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박세정․박통희․유홍림(1996),“고객지향적 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로의 연구와 나아가

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고객지향적 정

국가정책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얼마나 소비자

부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대토론회 자료집」

를 위한 것인가에 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박천오(1997), “고객지향적인 행정: 실천상의

것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해 정치․법 또는 경

의문점과 한국관료의 시각에 관한 탐색적 연

제적으로 소비자는 감시자이고 주인이며 고객

구”,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1-19.

이다. 소비자의 시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박찬희(1996), “공공기관의 시장지향성 도입 및

접근이 필요한 때임을 연구자는 감히 제안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

는 바이다.

위논문,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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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 and Public Services
Baeck, Byung S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ublic services in view of consumer science. It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of public services and logical relevance, that is whether public service is
concerned with private law or public law when used.
In recent years,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are changed for nation's competition and consumers.
Consumer science has theoretical approaches such as consumer sovereignty, public choice and
new citizen power to study public services.
This study suggests three fields of research as following.
First, it is needed to study assessment and satisfaction in view of consumer science. Consumer's
expectation and result, choice, influence are examined because consumers buy the public services
or pay taxes. The approach to consumer's recognition, emotion, and justice is needed.
Second, it is needed to study complaints and damages. Consumers have complaints and damages
widespread. The trade is not fair and It is not easy to pay damages.
Last, it is needed to study consumer participation and claim. Consumer participation makes it
possible to reflect consumer's preference and desire. Consumer participation is the recognized for
increased public sector responsiveness.
Key words : Consumer science approach public services, Consumer complaints and damages
Consumer participation and consumer needs in the public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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