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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생활공감정책 추진  운 의 성과와 문제 들을 분석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문헌연구, 실증조사 등을 병행 하 다. 

분석결과 생활공감정책의 문제 은 담당부서의 혼재로 인한 혼란, 홍보 부족, 주부모니터단의 정체성 부

족  지속성의 불확실, 주부모니터단에 한 통일된 운 지침 부재, 주부모니터단 활동  운 에 한 

평가 부족 등이다. 생활공감정책을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제도  측면  운  측면의 활성화가 필요하

다. 먼  제도  측면의 활성화 과제는 련법의 정비, 조직의 강화, 담당 인력강화, 모티터단 참여범  확

 등이다. 운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정책의 통합성·연계성 강화, 정책의 평가  환류기능 강화, 생

활공감정책의 활성화 환경조성, On-line을 통한 운 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 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주부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활용과 더불어 정부정책에 주부들이 참여 활성화는 21세기 한국의 발 에 많

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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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and performance of life sympathy policy and 

to present development plan. For this, literature, and empirical research were performed.

The analysis showed the problem of life sympathy policy in the following manner. That is the 

confusion of the mix of department, the lack of publicity, the uncertain of persistence and  the 

lack identity of the monitor, the absence a unified operating instructions on the monitor, the 

insufficient to activities and operations housewife monitors etc. To vitalize life sympathy policy 

and operational needs of aspects of the institutional and the activation. First, The task of 

activation of the institutional challenge is to modify the related law, strengthen the organization, 

strengthen the personnel, expand the scope of participation monitors.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onal aspects of the policy include strengthening integration and connectivity, the 

construction of policy promotion environment that reinforce feedback and outcome of life 

sympathy policy, And the energization of on-line activities needs the reinforcement of the 

operating system, etc. Through the activation of the sector policy, the application of the idea of 

housewives, and the participation of government policies will be a lot of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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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1)

 정부는 도실용주의를 국정운용의 기조로 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경쟁에서 낙오

된 불우한 사람들을 한 가장 효과 인 사회통합을 방

법을 실용 으로 찾고자하는 것이다. 명분론에 얽매이

지 않으면서 지속 으로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정책들을 창조 이고 실용 으로 발굴하고 추진하

고 있는 것이다.

생활공감정책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한 정책을 

말한다. 세분하면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생활안

 등 각 분야에 걸쳐 생활을 통해 겪는 다양한 문제

과 개선사항을 제안하여 바꿈으로써 국민생활에 실질

인 보탬이 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즉, 우리 주변의 민생 안을 심

으로 보다 극 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정

책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만족도

를 높이고자하는 하는 정책이다. 

생활공감정책은 실용주의정책으로 2008년부터 범정

부 으로 국정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본 정책은 그 동안의 짧은 기간에도 많은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에 한 이론  

개념의 미 정립, 홍보부족 등으로 생활공감 정책에 

한 국민  인식이 부족하며 본 정책의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

한 측면의 문제 을 도출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문

제의식에서 본 논문을 시작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공감정책의 추진과정과 운

상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 들을 분석하고 이 정책이 

실질 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

록 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문헌연구, 실증조사 등을 병행 하 다.  

1) 본 논문은 들자의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 회 발표 자료를 

많이 활용하 다[1].

Ⅱ. 생활공감정책의 의의

1. 생활공감정책의 개념과 추진배경
생활공감정책은 일상생활과 한 정책 즉, 경제, 사

회복지, 교육․문화, 생활안  등 각 분야에 걸쳐 생활

을 통해 겪는 다양한 문제 과 개선사항을 제안하여 바

꿈으로써 국민생활에 실질 인 보탬이 되고 국민이 공

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우리 

주변의 민생 안  극 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정책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

의 만족도를 높이고자하는 하는 것이다. 

생활공감정책은 서민계층을 상으로 한 재정사업과 

아이디어를 공모, 우수제안을 정책과제로 발굴․실행

하여 국민생활의 불편해소를 한 규제완화  제도개

선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생활공감정책의 주체

는 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 법제도에 의해 운 되는 

민간업무 등 이며, 정책분야는 다음과 같다.  

표 1. 생활공감정책 분야

분  야  주요 내용

경제 서민생활 안정, 세금, 주거, 영세 자영업자 및 농어민 지원
사회복지 복지서비스, 보건, 고용, 보육 등
교육문화 교육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 교육지원 등
생활안전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

  자료 : 행정안전부(2010).[2]

생활공감정책의 추진은 2008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통령이 “개인의 행복을 국가 경 의 심에 두고 작

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폭 발굴·실행 하겠

다”고 천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생활공감정책의 추

진이 가능하게 된 것은 국민스스로 정책소비자의 치

에 국한되지 않고 극 으로 생산자 역할을 하는 시

, 즉, producer(생산자)와  consumer(소비자)의 합성

어인 prosumer( 로슈머)로 바  시 상황이기 때문이

다. 2008년 9월 5일 제1회 생활공감정책 검회의에서 

“국민참여를 통해 생활공감정책의 신규 확  발굴”을 

지시하 다. 이는 국민의 생활 속 지혜를 국민이 공감

하는 정책으로 정책체감도를 제고하고 친서민 정부로

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함이며, 정책소비자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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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혜를 정책과정에 반 하여 정책으로 환류하는 정

책 로슈머시 의 본격화로 국정소통을 진시키고자 

한 것이다. 한 그동안 IMF 등 경제 기로 국민소득

이 감소하고 가계수지의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 서민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었으므로 생활의 작은 곳까지 보

듬는 정책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달하고자 하 다[3]. 

2. 생활공감정책의 추진방향과 실행원칙
생활공감정책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생

을 촘촘히 살피는 희망의 정책으로 작은 사안이라도 국

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면 이를 수렴하여 개선한

다. 둘째, 국민을 로슈머(Prosumer : Producer+ 

Consumer)화 하여 국정소통의 마당으로 활용한다. 즉, 

정책소비자로서의 국민이 불편 는 제도개선 사항을 

Feedback하여 정책의 생산자로서의 입장과 국민 구

나 정책입안자가 될 수 있는 체계를 상시화 한다. 셋째, 

녹색성장의 디딤돌로 활용한다. 즉, 21세기는 환경 친화

 녹색성장이 나아갈 길이므로 생활속에서 녹색성장

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성장 동력의 주 원천이 

될 수 있다.

한편 생활공감정책의 실행원칙은, 첫째, 생활 착형 

원칙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서민

생활과 한 분야를 발굴한다. 둘째, 방향성 원칙으

로, 정부의 일방 인 정책이 아닌 정부와 국민 간 상호

교류․소통하는 정책이다. 셋째, 비용 고효율 우선원

칙으로, 정책을 실 하는 데 비용이 상 으로 작게 

들면서 많은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우선 시행한다. 넷째, 지속성 제고의 원칙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지속 인 발굴  실행이다. 다섯째, 연계성 

강화의 원칙으로, 부처별로 분산된 과제를 연계하여 강

화한다[4].

3. 인터넷과 생활공감정책 참여
1) 인터넷 시대 참여의 의의  
민주정부란 주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민감하

게 수용하고 이러한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 하는 정

치체제이다. 참여란 행정의 수혜자로서 주민들이 직

 혹은 비자발 으로 그들의 삶에 향을 미치며 련

되는 정부의 정책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정책과정에 개

입하여 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 로 정의할 수 있

다.

주민참여는 민주주의 핵심이며, 주민들의 선호에 

한 정부기구의 응성을 높이는 수단이다. 주민들의 참

여는 조와 동의 습   공  정신을 구성원들의 

마음에 고취시킨다. 특히, 시민단체 참여에 있어서 참여

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자신을 보다 능력 있는 시민으로 

규정하며, 정치에 하여 보다 극 인 참여와 높은 

심으로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으며, 민주

인 사회 규범을 보다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5].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참여방법에 따라 통  방법

과 온라인 활용방법으로 구분되고 참여 상에 따라 

문가참여와 일반주민참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근 온

라인 참여가 확  강조되고 있다[6]. 

2) 인터넷을 활용한 생활공감정책 참여
인터넷이 핵심미디어로 부상하면서 국민참여 방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 즉, 통 인 직 인 참여방식에서 

벗어나 시공을 월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참여는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구역의 개념을 월하여 참여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강 을 활용하여 생활공감정책의 

참여 방식은 주로 인터넷참여에 두고 있다. 즉, 주부들

이 생활아이디어를 인터넷을 통해 제시하면 이를 검토

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아이디어는 채택하는 형식이다. 

물론 어떤 제안은 정책에 반 을 해야 하고 일부는 제

도나 법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최근 인터넷참여 

외에 지역별로 주부들이 오 라인에서도 참여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인터넷 잠여와 기존 참여제도와의 차이점
첫째, 생활 착형 제안제도이다[7]. 국가정책에 해 

잘 알고 있는 공무원 는 문가 집단만을 상으로 

한 참여제도가 아니며 일반 국민이면 구나 참여하여 

불편하거나 불필요한 것에 한 개선을 해 자신의 아

이디어를 제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실용주의 입장에

서 거 담론 인 국가제도 차원이 아닌 일상 생활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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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민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 과 개선사항을 제

안하여 바꿈으로서 국민의 실질생활에 보탬이 되고 공

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일정 계층을 상으로 한 주부모니터단의 구

성․활용이다. 본 제도와 련하여 아이디어 제안은 

한민국 국민 는 거주 외국인까지 구나 제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

도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본 제도의 활성화를 

해서 일정 계층인 주부모니터단을 국단 로 구성하

여 제안에 참여시키고 있다.

셋째, On-line 심의 제안제도이다. 생활공감정책의 

주 활동은 On-line 커뮤니티 상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며 민원  불편사항을 제안하는 것이다. 최

근 Off-line활동을 통해 주부모니터단의 지역모임이 활

성화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On-line을 통한 제안

제도의 보완  성격을 띠고 있다.    

넷째, 신속한 환류정책 추진이다. 기존의 국가정책  

민원업무의 경우 국민제안이 된 후 많은 차로 인해 

피드백이 느리고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활공

감정책은 상 으로 다른 제안제도  민원업무에 비

해 신속하게 처리되고 채택된 아이디어에 해 신속하

게 집행된다. 왜냐하면 채택된 아이디어는 국민제안규

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의 표 인 정책 랜드이다. 생활공

감정책은  정부의 표 인 정책으로 특히 통령께

서 추진 인 서민을 한 정책의 하나로서 심을 가지

고 있다. 모든 국민을 로슈머(Prosumer : Producer+ 

Consumer)화 하여 국정소통의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다.  

Ⅲ. 정책평가와 분석지표

1. 정책평가
정책이란 권  있는 공공기 이 문제해결이나 공익

을 달성하기 하여 정치 ·행정  과정을 거치거나 당

성에 입각하여 의도 으로 선택한 장래의 행동지침

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주민생활에 많은 

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효과에 따라 정책에 순응하거

나 불응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효과를 높이

기 한 다양한 노력을 하기마련이며, 그 의 하나가 

정책효과를 단하는 정책평가이다.

일반 으로 정책효과나 성과는 정책목표 달성의 결

과를 나타내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 , 부정  효과를 모두 상할 수 있다. 국가는 이

러한 정책효과를 통해서 정책을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창출되었는지를 악하기 해서는 정부의 정

책에 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정책의 평가는 말 그 로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를 비

으로 검토하는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활동의 평가에 한 심은 기에는 당시의 요구

에 부응하는 로그램 평가(program evaluation)에 두

어졌으나, 차차 련된 많은 활동으로 그 범 를 넓히

게 되었다.

정책평가는 양  평가와 질  평가로 나룰 수 있으며 

양  평가는 효과성평가, 능률성평가, 정확성평가 등으

로 나룰 수 있다. 본 연구는 양  평가와 질  평가를 

혼용하도록 한다. 

2. 분석지표
표 2. 분석지표

구 분 분석 지표

양적 분석
(의식조사)

 - 생활공감정책 일반
 - 홈페이지운용
 - 주부모니터단 운영

질적 분석

 -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
 -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 기타 측면 개선방안

Anderson & Ball은 정부정책의 평가기 으로 정책

목표, 정책내용, 정책방법, 정책배경, 인사정책  실제 

등을 들고 있다[8].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활용하는 정부

의 주요정책과제의 평가기 은 정책목표달성 정도, 효

율성 만족도 등이다. 이러한 기 을 정책형성, 정책집

행, 정책성과 등 정책과정을 단계별로 나 어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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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조사내용

생활공감정책
일반

①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견해
② 생활공감정책의 중점 추진 분야   

홈페이지운용 ①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제안의 문제점

주부모니터단
운영

① 주부모니터단 활동에 대한 견해
② 주부모니터단의 주요 기능
③ 주부모니터의 문제점
④ 주부모니터단 운영의 문제점  

개인사항 ① 연령 ② 공무원 경력  ③ 직급

본 논문에서는 생활공감정책의 운 과정에 한 공

무원들의 의식, 기타 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등을 

분석․평가하기로 한다. 즉, 공무원들이 정책운 과정

에서 인식하는 부분을 양  측면과 질  측면으로 나

어 지표를 도출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

틀인 분석지표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공감정책에 직  참여한 지역

공무원을 상으로 동 정책의 일반사항, 홈페이지 운 , 

주부모니터단 운  등을 조사  분석했다. 즉, 본 연구

는 정책집행 공무원들을 상으로 생활공감정책 기능, 

생활공감정책에 한 문제 과 개선방안 등에 한 양

분석과 그간 정책추진에서 나타난 문제   개선방

안에 한 질  분석을 병행하 다. 

Ⅳ. 의식조사-양적분석

1. 조사 설계  
본 연구의 설문조사 상 모집단은  230개 기 자치

단체의 생활공감정책 담당으로 각 기 자치단체별로 

담당계장과 실무공무원 등 2명을 상으로 총 460명을 

상으로 조사하 다. 설문은 모두 421부가 회수되어 

91.5%의 회수율을 보 으며 그  유효설문지 394부

(85.6%)를 상으로 분석하 다.   

조사기간은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20일 까지 실시

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설문내용을 작성하여 

16개 역자치단체의 생활공감정책 담당자에게 배포하

다. 역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은 기 자치단체의 생

활공감담당에게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항

목은 생활공감정책 일반, 홈페이지 운 , 주부모니터단 

운 황, 개인사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으며 구체

 내용은 [표 3]와 같다. 

표 3. 조사내용

2. 분석
1) 인구통계학적 분석
먼 , 공무원 연령 분포이다. 응답자 407명의 연령을 

보면 40 (40.5%), 50 (27.3%), 30 (26.8%), 20

(5.2%), 무응답(0.2%)이며, 활공감정책을 담당하는 공

무원의 경우 40 가 가장 많고, 이어서 50 , 30  순임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 경력 분포이다. 응답자

의 공무원 경력을 보면 “20년 이상”(38.3%), “15-20년 

미만”(23.8%), “5-10년 미만”(13.0%), “5년 미만”(12.8%), 

“10-15년 미만”(11.5%)로 나타나고 있으며, 체 으로 

경력이 많은 공무원들이 생활공감정책을 담당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직 분포이다. 담

당공무원들의 직 을 보면, “6 ”(37.8%), “7 ”(35.6%), 

“8 ”(15.2%), “9 ”(6.4%), “기타”(4.7%), “무응답”(0.2%) 

순이다.

인구통계학  분포로 볼 때 본 조사는 40 -50 가 

제일 많고 15-20년 사이의 경력자가 많으며, 6-7 이 

많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생활공감정책 일반
표 4.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견해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매우 필요한 정책임 65 16.0
비교적 필요한  정책임 202 49.6
그저 그렇다 104 25.6
별로 필요한 정책이 아님 26 6.4
전혀 필요한 정책이 아님 10 2.5

합 계 407 100.0
 

먼 , 생활공감정책에 한 견해이다. 생활공감정책

에 해 총 응답자 407명의 65.6%인 267명이 정 으

로 응답하고 있다. “매우 필요한 정책임”(16.0%), “비교

 필요한 정책임”(49.6%)이며,  8.9%인 36명은 부정

으로 응답하고 하고 있다. 즉, “별로 필요한 정책이 아

님”(6.4%), “  필요한 정책이 아님”(2.5%)으로 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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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생활공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

의 공무원들은 본 정책이 국가  국민에게 필요한 정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가장 중점적인 추진 분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경제 48 11.8
  ∙사회복지 133 32.7
  ∙교육 57 14.0
  ∙문화 25 6.1
  ∙생활안전 144 35.4

합 계 407 100.0

다음으로 가장 인 추진 분야에 한 견해이다. 

생활공감정책에서 가장 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

로 “생활안 ”(35.4%), “사회복지”(32.7%), “교육”(14.0%), 

“문화”(6.1%)순으로 답하고 있다. 이는 최근 크게 증가

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자연 인 재난  

재해와 사회 인 범죄, 각종 사고와 무 치 않은 것으

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 분야에 한 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홈페이지 운용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제안의 문제 이다. 생활공감

정책 제안과 련하여 가장 큰 문제 으로 “우수 제안

에 한 낮은 보상과 인센티  부족”(38.3%), “정책제

안의 조한 채택율”(22.6%), “문제 의 개선요구에 

한 무반응  무개선”(19.4%), “공무원 주의 정책제

안 채택”(13.0%) 순으로 답하고 있다. 생활공감정책 담

당공무원들은 주부모니터의  우수제안에 한 인센티

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 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한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6.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제안의 문제점

응답내용 빈도 비율
정책제안의 저조한 채택율 92 22.6
우수 제안에 대한 낮은 보상/
인센티브 부족

156 38.3

공무원 위주의  정책제안 채택 53 13.0
개선요구에 대해  답변이 없거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79 19.4

기타 27 6.6
합 계 407 100.0

4) 주부모니터단 운영
첫째, 주부모니터단의 활동 분석이다. 지방자치단체

의 주부모니터단 활동에 해 응답자의 49.9%가 정

으로 응답하고 있다. 즉,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

음”(7.4%), “비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42.5%)이

라고 답하고 있다. 반면, “그  그 다”(37.6%), “별로 

활동하지 않음”(12.5%)이라고 답하고 있다. 체 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공감정책 담당공무원들은 주부

모니터단의 활동에 해 정 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주부모니터단의 활동 분석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매우 활발하게 활동함 30 7.4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함 173 42.5
그저 그렇다 153 37.6
별로 활동하지 않음 51 12.5

합 계 407 100.0

둘째, 주부모니터단의 주요 기능에 한 부분이다. 주

부모니터단의 가장 요한 업무로 “생활공감정책 홈페

이지 방문을 통한 생활불편사항 제안”(81.8%), “지역에

서의 모임을 통한 사회 사활동”(13.3%), “지역내 단원

들간 친목도모”(2.7%), “타 자치단체 모니터단과의 교

류활동”(2.0%) 순으로 답하고 있다. 공무원들 부분은 

주부모니터단의 정체성은 On-line 활동에 있다고 생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주부모니터단의 주요 기능

           응답내용 빈도 비율
생활공감 홈페이지 방문을 통한 생활불편 사항 
제안

333 81.8

지역에서의 모임을 통한 사회봉사활동 54 13.3
지역 내  주부모니터간의 친목 도모 11 2.7
다른 자치단체 모니터단과의 교류 활동 8 2.0
기타 1 .2

   합 계 407 100.0

셋째, 주부모니터의 문제 이다. 주부모니터의 문제

으로 “주부모니터단원로서의 소속감  자 심 부

족”(45.7%), “생활공감정책에 한 이해부족”(21.9%), 

‘컴퓨터처리능력 “(14.7%), ”Off-line 활동보다는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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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한 심“(12.5%) 순으로 답하고 있다. 주부모

니터단원으로서의 자 심 부족을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하고 있으므로 주부모니터의 사기진작을 한 제

도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9. 주부모니터의 문제점

응답내용 빈도 비율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89 21.9
모니터로서의 소속감 및 자긍심부족 186 45.7
컴퓨터 처리능력의  부족으로 정책제안을 제대
로 하지 못함

60 14.7

on-line 활동보다는 off-line 활동에 더 관심 
을 가짐

51 12.5

기타 21 5.2
합 계 407 100.0

넷째, 주부모니터단의 운 상 문제 이다. 주부모니

터단을 운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에 해 “주

부모니터의 참여율 조”(46.4%), “ 주도의 운 으로 

인한 극  활동의 한계”(26.8%), “역량강화를 한 

교육훈련 기회 부족”(16.2%), “ 산 부족”(8.6%), “담당

공무원과 소통 부족”(2.0%) 순으로 답하고 있다. 주부

모니터의 참여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참여율을 높

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10. 주부모니터단의 운영상 문제점

응답내용 빈도 비율
주부모니터의 참여율 저조 189 46.4
해당공무원의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과의 소
통 부족

8 2.0

관 주도의  운영으로 인해 자발적이고 적극적
인 활동한계

109 26.8

예산 부족 35 8.6
주부모니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
회의 부족

66 16.2

합 계 407 100.0

Ⅴ. 생활공감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질적 분석-

1. 생화공감정책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
첫째, 생활공감정책 담당부서의 혼재로 인한 혼란이

다. 앙부처인 행정안 부의 경우, 기업 력지원 과 

생활공감기획단이 겸임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

며 양 기구간의 업무성격상 이질성이 있다. 한 지방

자치단체에서 생활공감정책은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국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실 등 다양한 부

서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 업무의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

정과에서 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업무부서의 통일

이 필요하다.

둘째, 주부모니터단의 미등록단체로 인한 정체성  

지속성의 불확실성이다. 주부모니터단의 경우 시민단

체도 사회단체도 아니며  정부의 주요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지 까지 각 정권의 표 인 랜드정

책이 정권이 바 면서 함께 쇠퇴하는 경우가 있으며, 

본 제도도 이와 갗은 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내

재되어 있다. 본 제도의 지속 인 유지를 해서는 법

인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럴 경우 사회

단체, 압력단체로의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셋째, 참여범   의제범 가 제한 이라는 문제가 

있다. 즉, 참여범 는 주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

부의 시각에서 벗어난 보다 확 된 정책이 부족하다. 

한 생활공감정책 모티터단의 정책제안 역이 다소 

은 바, 의제의 범  확 가 필요한 실정이다.

넷째, 주부모니터단이 미등록단체로 운 되고 있다

는 측면도 요한 문제 이 된다. 즉, 생활공감정책은 

주부계층의 국정참여 기회를 넓히는데 많은 공헌을 했

으나 비 등록단체로 정권의 변화에 따라 제도가 소멸되

거나 기능이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한 제도 개선이 시 한 실정이다.

2) 운영적 측면
첫째, 주부모니터단에 한 통일된 운 지침 부재이

다. 활동이 조한 주부모니터에 한 경고  해  권

한 등 자체 해결수단의 부족, 표단의 직제, 표 선출 

시 통일된 방식의 미흡 등 조직의 운 에 있어 많은 문

제 을 갖고 있다. 따라서 통일된 주부모니터단 운 조

례, 운 지침, 운 매뉴얼 등 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주부모니터단 활동  운 에 한 분석  평

가 부족이다. 재 생활공감정책을 보면 행정안 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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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자문단”이 있어 주부모니터에 한 제안서를 자

문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공감정책자문단” 

는 공무원이 멘토 형식으로 정책제안에 한 자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 인 주부모니터단 운 에 한 

비 , 자문이나 평가제도는 운 되고 있지 않으며 그로 

인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   발 에 한

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생황공감정책  주부모니터

단 운 에 한 평가와 그에 따른 환류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인력강화가 필요하다. 생활공감정책은 주무부

서의 담당자 뿐 아니라 역  기 자치단체 담당공무

원들도 인식이 약한 상태이다. 이들은 잠깐 담당하다가 

언제든지 새로운 자리로 옮겨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넷째, 생활공감정책에 한 홍보 부족이다. 생활공감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많은 편익이 돌아가고 있음에

도 다수 국민들이 아직도 생활공감정책을 잘 알지 못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불편 사항을 달할 수 있

는 경로에 해 부분의 국민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본 정책이 주부들만의 참여의 장, 그 에서도 

주부모니터단의 유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2. 생화공감정책의  발전방안
1) 제도적 측면
첫째, 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재 생활공감정책

은 국민제안규정 제5조의2(생활공감정책 국민제안의 

발굴 등)의 규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령으로

는 계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보다 강력한 추진을 

해서는 부처별, 단체별 역할 등을 규정하는 명확한 근

거 규정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생활공감정책 추진 인 라

를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법령을 지탱할 수 있도록 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9].

둘째, 조직의 강화이다. 재 생활공감정책은 행정안

부 생활공감기획단 3명의 사무 과 3명의 주무 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 ① 독립

된 생활공감기획단의 격상이다. 우선 생활공감기획단

을 제2차  소속의 독립된 부서로 격상하여 인력과 

산을 보강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앙정부의 부처, 역자치단체, 기 자치단체와 연계하

여 체계 이고 보다 종합 으로 생활공감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② 생활공감정책추진 원회 

발족이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통령소속하의 (가칭) 

생활공감정책추진 원회를 발족하고 생활공감기획단

은 이 원회를 지원하는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고

려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종합 이며 문 으로 생활

공감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다 명확한 정책추진체

계를 구축하는 장 이 있다.

셋째, 인력강화  인식제고이다. 행정안 부 생활공

감기획단의 담인력의 강화뿐 아니라 외부 문가 활

용을 통해서 업무 추진의 독립성과 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역자치단체

는 담 을 구성하여 기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기

자치단체는 최소한 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담당직

원 뿐 아니라 자치단체장들도 주부모니터단의 활동이 

지역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단체임을 인식하고 이들의 

활성화를 한 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생활공감정책 모티터단 참여범  확 이다. 

재의 주부모니터단 만으로는 정책제안 역이 다소 

은 문제 등을 나타낼 수 있는바 참여범 를 확 할 필

요가 있다. 즉, 주부모니터단의 범 를 더하여 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모니터, 해외주부모니터(해외사례도입), 

학생모니터 등을 구성하여  국민  범 에서 실질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의제범 의 확 이다. 생활공감정책분야는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생활안 분야로 구분되어 

지고 있으며 이 분야 외에 보다 다양한 분야로 범 를 

넓힐 필요가 있다. 즉, 참여자들의 범 와 의제를 넓힐 

경우 참여자들이 제한  이해 계를 넘어서는 담론과 

더 넓은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여덟째, 등록단체로의 환이다. 생활공감정책은  

정부가 추구하는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국

민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도의 출

범 동기가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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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높이에서 제안하는 것이다. 제안 내용이 각 부

처의 심사를 거쳐 통과가 되었을 경우 국가 제도로 채

택되어 정착되게 함으로써 국민 특히 서민 그 에서도 

주부계층의 국정참여 기회를 넓히는데 있는 만큼 정권

의 변화에 따라 제도가 소멸되거나 기능이 쇠퇴하는 일

이 없어야 할 것이다. 

2) 운영적 측면
첫째, 주부모니터단에 한 통일된 운 지침의 마련

과 더불어 정책의 통합성·연계성 강화이다. 이를 해

서는 앙정부간 연계 강화, 앙과 지방 간 연계 강화, 

지역 간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평가  환류기능 강화이다. 이를 해 

문가  일부 주부모니터를 심으로 “과제확인평가

단”을 구성하여 온라인상에서 정성  정량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할 경우 오 라인 평가도 병행하도록 한

다. 2010년 재 372개 과제를 각 정부기 ,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 을 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평가․환

류에 한 확인․ 검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확인평

가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평가결과를 앙정부부처, 

역자치단체, 기 자치단체 등 련 기 에 통보하여 다

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을 강화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능 확 이다. 생활공

감정책 추진 집단의 역할은 정책수행, 조정  총 , 추

진 검으로 역할이 나 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

정안 부의 지침에 따른 수동 인 수행에 그칠 것이 아

니라 지역의 주부모니터단의 교육, 정책제안의 검이

나 활성화를 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공감정책 기능

을 강화화기 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임기가 일정한 기

간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담당공무원이 2년 

이상 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서 생활공감정책에 

한 이해와 문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넷째, 생활공감정책의 홍보강화이다.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생활공감정책에 해 알고 있는 주민들이 그

게 많지 않다. 즉, 행정안 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일

반국민의 인지도는 31%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한 홍

보 략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홍보 략은 지

방자치단체별 소식지를 통한 홍보나 자치단체 홈페이

지 생활공감 코  조성  활용, 일반주민을 상으로 

TV 고, 라디오 고, 지하철 고, 지방의 버스나 택시 

고 등 활용, 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능동  참여 유도 

 인지도 향상, 생활공감정책 공모 , 미니홈피 배 달

기이벤트 등 다양하다.

다섯째, 신속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되는 공간이다. 

제안자의 동기부여 요소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은 자신의 제안에 한 투명한 결과통보이다. 이때 

가능하면 빠른 답변이 필요하며 이는 심사  피드백 

시간의 신속함을 의미한다. 제안이 제출되었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부처 담당자에게 달되고, 심사 

의견과 법률 검토까지 이루어져서 신속한 피드 백 과정

이 필요하다. 입력 → 행정안 부 생활공감기획단 →각 

부처 수 → 타당성  법률 검토 → 심사완료․채택 

→ 통보 과정이 빠르게 개된다면 생활공감정책 제안

의 동기부여 감소요소를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

3) 기타 측면
첫째, 유형별 정책의 우선 실시이다. 채택된 아이디어

에 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 우선순   시행시기

를 설정하여 효과를 극 화 시킬 필요가 있다. 즉, 아이

디어를 규제개 형, 생활편의증진형, 서민생활지원형, 

자원 약형 등으로 구분하여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제

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 되는 

아이디어는 즉시 시행을 하고, 산이 투입되는 아이디

어의 경우 소요비용 비 편익이 큰 아이디어 순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생활편의증진형과 자원 약형 아이

디어는 채택 즉시 추진하고 규제개 형은 효과를 자세

히 검토한 후 추진하며, 서민생활지원형은 비용 비  

편익이 큰 순서에 의해 추진한다[10].

표 11. 유형별 정책추진 순위

구분 수혜자수 산 소요 순

규제개혁형 정책대상자 일부 약간 소요 2
생활편의증진형 전 국민 약간 소요 1
서민생활지원형 저소득층 일부 비교적 많이 소요 3
자원절약형 전 국민 약간 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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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생활공감정책 로그램 개발  보 이다. 앙 

부처나 지역에 생활공감정책 학습에 필요한 로그램

을 개발하여 보 하여야 한다. 즉, 워크 이나 교육을 

통해 주부모니터단의 역량을 업그 이드하는 것도 필

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련 공무원들이나 주부모니터

들이 수시로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의 로

그램도 필요하다.

셋째, 종합 인 장기계획의 수립이다. 재 생활공

감정책의 장기 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

며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장기 인 비 과 

략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 인 사업의 집행이나 운

이 다소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추진  운 의 체

계성을 강화하기 한 장기 이고 종합 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효율 인 사업추진이 가능

하다.

 

Ⅵ. 결 론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생활안  등 각 분야에 

생활을 통해 겪는 다양한 문제 과 개선사항을 제안하

여 바꿈으로써 국민생활에 실질 인 보탬이 되게 하고

자  정부에서 실시한 정책이 생활공감정책이다. 이 

정책은 2008년부터 범정부 으로 국정의 최우선 과제

의 하나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도 많은 성과

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에 한 

이론  개념의 미정립, 홍보부족 등으로 생활공감정책

에 한 국민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본 연구는 이 

정책의 여러 가지 성과와 문제 들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려 했다. 

생활공감정책의 성과는 국민 일상생활에 실질 인 

편익제공,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이미지 제고, 국가정책

에 한 국민 참여 강화와 자부심 부여, 주부의 지혜와 

에 지로 정과 희망의 해피바이러스 확산, 채택된 아

이디어에 한 신속한 정책집행, 비용 비 많은 편익 

증진 등이다. 생활공감정책의 문제 은 담당부서의 혼

재로 인한 혼란, 홍보 부족, 주부모니터단의 미등록단체

로 인한 정체성  지속성의 불확실, 주부모니터단에 

한 통일된 운 지침 부재, 주부모니터단 활동  운

에 한 분석  평가 부족 등이다. 

생활공감정책을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제도  측면 

 운  측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먼  제도  측

면의 활성화 과제로는 련법의 정비, 조직의 강화, 담

당 인력강화  인식제고, 생활공감정책 모티터단 참여

범  확 , 의제범 의 확 , 등록단체로의 환 등이

다. 운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통일된 운 지침마

련, 정책의 평가  환류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한 

유형별 정책의 우선 실시, 생활공감정책 로그램 개발 

 보 , 종합 인 장기계획의 수립등도 필요하다. 이

러한 부문들의 활성화를 통해 주부들의 아이디어를 정

책에 활용함과 더불어 정부정책에 평범한 주부들이 참

여할 수 있는 다양한 On-line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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