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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most domestic passenger railway transportation companies are operating citizen monitor system. The citizen 

monitor is the system to grasp the passengers' inconvenience and proposals in depth and to collect improvement 

methods based on those. But the present citizen monitor system has little difference from general complaint processing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o correspond its original purpose. Therefore in this paper, based on my citizen 

monitor experience of many years and literature investigation, I will summarize present condition of the operation of 

citizen monitor system, grasp its problems and propose improvement point of citizen monitor system. By these 

improvement, the effectiveness of citizen monitor system per expense will increase, and ultimately it can be contributed 

to public relations and service advancement of railway operating companies. 

 

 

1. 서론 

현재 국내에서 여객철도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총 9개이다. 이들은 대부분 대도시의 

지방공기업 형태의 도시철도 운영회사이다. 여객철도 운송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전국민이 고객이며, 

따라서 고객이 대단히 많고,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불만과 제안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철도사업자들은 고객들의 

이러한 불만과 제안을 심도 깊게 수렴하고, 이를 통해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모니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민모니터 제도에는 아직 부족한 점들이 있는데, 

이에 본고에서는 각 철도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민모니터제도의 운영현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시민모니터 제도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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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9개 여객철도 운영회사 중 민간업체이자 가장 최근에 운영을 시작한 ㈜공항철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민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도표 1과 같다. 

 

도표 1. 여객철도 운영회사의 시민모니터 제도 운영 현황 

회사 담당부서 명칭 현 인원 前期 활동실적 위촉 기간 

서울메트로 CS경영팀 고객모니터 80명 1233건 9월~8월 

서울도시철도공사 5678고객센터 시민모니터 70명 384건 3월~12월 

코레일 고객지원팀 고객대표 1,140명 1,137건 2월~12월 

부산교통공사 고객홍보팀 시민모니터 95명 433건 3월~12월 

인천지하철공사 영업기획팀 시민모니터 30명 (미공개) 4월~3월 

대구도시철도공사 운수팀 시민모니터 56명 336건 1월~12월 

광주도시철도공사 총무인사팀 시민모니터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대전도시철도공사 역무운영팀 시민모니터 

(디젯러버) 

38명 (미공개) 10월~9월 

 

본인은 현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코레일의 시민모니터로 위촉되어 있으며, 대부분 연임을 

통해, 몇 년 이상 모니터를 수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국내 최대 철도운영업체답게, 시민모니터 제도를 

가장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지사별로 소속을 나누어 독자적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속을 나누었다고 해서 본인 소속 지사 구간만 모니터링 하는 것은 아니며, 

전구간 모니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코레일은 시민모니터 전용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지사별로 회장과 총무를 선출하는 등, 조직화가 잘 되어 있다. 

서울메트로는 당초 각 역당 1명씩의 모니터 요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사용했었으나, 현재는 십 수개 

역의 대표가 되는 서비스센터(8개)별로 10명씩의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자사 

웹사이트에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지사항, 토론,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좀 더 심층적인 주제를 다루기 위해 소수정예로 운영되는 

옴부즈맨 제도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서울메트로와 유사한 형태로 시민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특정 주제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기획모니터링’, 차량기지 방문 등 

회사 이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현장탐방’등의 행사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모니터링과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두 회사 모두 지난 기수의 모니터링 

운영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어서, 시민모니터 제도 자체를 알리고, 이를 통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 지방지하철에서도 예외 없이 시민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하철공사에서는 

시민모니터에게  전용수첩과 신분증을 제공하여, 시민모니터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모니터링에 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부산교통공사에서는 국제도시라는 이미지에 맞추어,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 

대학생 시민모니터를 소규모로 별도 운영함으로써,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모니터 운영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디젯러버’라는 별칭을 활용하여 시민모니터 제도를 

브랜드화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DJET은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영문 약자임) 

 

2-2. 시민모니터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원인 

시민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집공고, 신청서접수, 모니터 선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모니터 요원을 위촉한 후에는, 위촉장 제작 및 발송, 웹사이트 내 전용 활동공간 운영, 활동비 또는 

활동보상품 제공 등 제도 운영에 다양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모니터 제도를 최대한 효율화하고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시민모니터제도는 일반적인 민원처리시스템인 ‘고객의 소리’와 큰 차별성이 없는 것이 

문제점이다. 실제 시민모니터 제도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 의견은 고객의 소리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 처리된다. 접수, 부서지정, 답변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시민모니터만의 색깔이 

부족하다. 결국 이는 고객의 소리를 이중으로 운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런 

방식의 운영은, 일반 민원처리 보다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희망하였던 시민모니터들의 실망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차별성 부족의 원인으로는 철도운영회사들이 시민모니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시민모니터는 일반 고객들 중에서도 특별히 해당 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은 것이며, 활동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시민모니터 자신의 전문성 부족이다. 시민모니터도 결국은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직원에 비해서는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시민모니터 활동이 ‘고객의 

소리’와 큰 차이가 없게 되는 한 원인이 되는데, 시민모니터 스스로가 본인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모니터링 활동의 품질을 높여나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민모니터 제도가 다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민원처리 

시스템인 고객의 소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지향하고 있어서, 다양한 민원들이 하나의 공간에 

모이게 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자료의 형성, 지난 민원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으로 인한 중복 민원 발생 방지, 민원답변 공개를 통한 회사 정책 홍보 등의 효과가 

있다. (물론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비공개도 가능함) 실제로 이렇게 자사에 대한 특정 고객의 불만을 

타인들도 볼 수 있게 공개한다는 것은 일반 사기업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부분으로서, 투명한 

민원처리를 통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공기업의 자세로서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1. 시민모니터 운영실적 공개             그림 2. 시민모니터 활동 게시판 (폐쇄형) 

 

하지만 현행 모든 시민모니터 제도는 폐쇄 그룹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회사에 따라서는 

운영현황이나 운영실적에 대한 공개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는 자칫 시민모니터 활동을 정체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시민모니터의 수혈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실제 많은 시민모니터들이 

그 참여동기로서 ‘시민모니터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신청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시민모니터 제도가 그 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물론 평소 철도운영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다가, 공지를 발견하고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왕이면 시민모니터 제도가 널려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니터 모집 기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모집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되면 더 좋을 것이다. 매년 시민모니터 신규모집에 신청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시민모니터 제도 발전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2-3. 시민모니터 제도 개선 방안 제안 

시민모니터 제도는 결국 시민모니터 자신들이 만들어나가는 것이므로, 시민모니터의 질적 향상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현재의 시민모니터 활동은 대부분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운영회사와 시민모니터 사이의 유대가 부족한 편이다. 또한 막상 시민모니터가 되었더라도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이 부족한 사례도 많다. 따라서 시민모니터 출범 초기에 

교육/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시민모니터와 운영회사 간의 대면의 시간이 최소한 1회는 필요하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운영회사가 시민모니터에게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고, 모니터들도 회사에 대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재 같이 폐쇄형태로 시민모니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시민모니터들끼리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만큼 외부의 발전적인 자극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모니터 활동 내용을 일반인들도 최소한 볼 수는 있게 공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주된 활동공간 형태인 인터넷 전자게시판은 지속적으로 방문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항을 바로 바로 알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RSS(Really Simple Syndication)나 

메일링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새 글이 올라왔을 경우, 이 사실을 다른 시민모니터들에게 즉각 

알려줌으로써, 의사소통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시민모니터가 또 하나의 ‘고객의 소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모니터 

활동의 이원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즉 고객의 소리에 제출하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한 것과(단순 신고), 

고객의 소리에 제출하기에는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것의 두 가지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사소한 것들의 예로는 시설물의 단순 수리, 시설물이나 인쇄물, 홈페이지 등의 오기(誤記) 등 평소에 

발견하기 어렵거나, 발견하더라도 굳이 민원까지 하기에는 사소한 것들이다. 이런 사소한 것들은, 일반 

시민들은 지나쳐버리고 말 것들이지만, 시민모니터들은 모니터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운영회사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회사에 알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작은 것까지 꼼꼼하게 완성된 보다 

완벽한 서비스의 시행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전문적, 전략적인 것으로는, 시행에 수 년 이상이 필요한 경영방침이나 사업계획,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민원처리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큰 제안이며, 

일반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판단이나 결정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객의 소리’를 통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의 제안은 시민모니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특히 장기 사업계획에 대해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운영회사 고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시민모니터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민모니터가 제안하는 경영전략이 어떤 부분은 좋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경영진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현재 철도 

운영 회사의 사업계획 수립과정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은데, 장기적으로는 철도운영회사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시민모니터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진정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경영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고객의 소리’와 구별되는 시민모니터 제도만의 색깔을 찾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특별활동들이 필요한데, 특정 주제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기획모니터링, 시민모니터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 시민모니터 스스로 학습과 연구를 

하는 각종 과제연구, 조사활동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활동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하나 시민모니터 제도의 개선점은 보상체계이다. 현 시민모니터 제도의 보상체계는 기간과 

보상형태, 금액 등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기준 이상의 활동을 한 모니터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시민모니터가 고객과 모니터 요원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시민모니터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결국 고객(시민모니터)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니터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기준 강화가 불가피하며, 보상체계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운영회사의 오류를 바로 잡는 다양하고도 사소한 신고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두거나 체감(遞減)하는 방법으로, 건별(件別)로 보상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으며, 모니터 

활동의 양이 아닌 질을 평가하여 보상액을 차등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3. 결론 

현재의 시민모니터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원처리인 고객의 소리와 큰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용 대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모니터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소통의 활성화, 일반민원과의 차별성을 위한 운영 이원화, 특별활동 및 

평가, 보상체계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시민모니터 요원 스스로의 자질 개선도 필요한데, 시민모니터 

대상의 교육 등이 요구되며, 운영회사와 철도에 처음부터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철도동호인이나 취업희망자 등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개선을 통하여 시민모니터 활동의 품질을 높이고, 시민모니터 요원들이 일반 시민과 

운영회사 사이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해준다면, 업체와 모니터 요원과의 상생을 통하여, 홍보효과의 

극대화와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시민모니터 제도의 원래 취지인, 시민 고객의 폭넓고 

깊이 있는 참여를 통한 철도운영회사의 서비스개선과 경영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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