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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No.95 2009~2019 대전 민원을 분석한다

“누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역별, 성별, 연령별, 분야별 등으로 나누어 민원 동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

하고 있다. 민원의 흐름을 살펴보면 국민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해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더 편리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민원 빅데이터 분석은 국민의 소리를 듣는 중요한 정보다(국민권익위원회 

Blog, 2018.5.22, ‘빅데이터로 보는 민원과 정책 개선’). 그렇다면 대전의 민원 데이터의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자.

새 정부 출범된 2017년 대전 여성들의 민원건수 증가폭 커, 전년 대비 66.7%↑

대전에 사는 여성과 남성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건수의 변화를 보면, 여성은 2009년 4,884건

에서 꾸준히 증가하다 2014년과 2015년 감소했으나 2016년부터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2019년(11

월 12일 기준) 14,858건으로 10년 전보다 204.2% 증가했다. 남성은 2009년 12,932건에서 2016년까지 

계속 늘어나다 2017년 주춤했으나,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2019년 11월 12일 현재 44,520건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244.3%가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민원건수와 증가폭이 크지만 주목

해야 할 점은 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여성은 전년 대비 66.7%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남성은 23.9%의 

감소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대전의 5개 자치구별 민원건수를 살펴보면, 유성구가 5개 자치구 중에서 여

성(‘09년 대비 +386.3%), 남성(‘09년 대비 +383.2%) 모두 10년 전과 비교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

른 자치구와 달리 여성의 증가폭이 남성보다 컸다.

*2019년 자료는 11월 12일 기준임
*지역별 민원건수는 민원인의 주소 기준임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맞춤형 통계 검색 결과(bigdata.epeople.go.kr)

대전 민원건수 추이
단위 : 건

’09년 대비 증감률 

+244.3%

’09년 대비 증감률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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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들은 
어떤 분야의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했을까?

2009년과 2019년, 대전시민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한 상위 5개 분야를 성별로 비교해보자.

대전 민원 분야 TOP 5

2009년 대전에 사는 여성이 가장 많은 민원을 낸 분야는 ‘경찰’(691건)이었으며, 이어서 ‘보건복지’, ‘기타’, 

‘교육과학기술’, ‘재정’ 순으로 나타났고, 2019년에는 ‘경찰’(2,850건, ‘09년 대비 +312.4%), ‘기타’, ‘보건복지’, 

‘노동’, ‘교육과학기술’ 순이었다. 2009년과 2019년 대전시 남성들이 많이 제기한 분야 1위도 여성과 마찬

가지로 ‘경찰’(‘09년 대비 ’19년 +768.7%)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남성들의 2009년 ‘보건복지” 분야 민원이 

815건에서 2019년 2,356건으로 증가율(+189.1%)이 ‘경찰’ 다음으로 높았다.

단위 : 건

여성 남성

5위

4위

3위

2위

1위 15,549 경찰

6,601 기타

2,356 보건복지

1,926 노동

1,891 군사국방

경찰 2,850

기타 2,137

보건복지 1,527

노동 1,484

교육과학기술 1,048

2019

여성 남성

5위

4위

3위

2위

1위 1,790 경찰

1,330 군사국방 

1,148 기타

1,100 노동

815 보건복지 

경찰 691

보건복지 574

기타 486

교육과학기술 397

재정 250

2009

*2019년 자료는 11월 12일 기준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25개 민원 분야는 정부
기능분류체계(BRM)를 참고해 구성되어
졌다고 밝힘

* 25개 민원 분야: 경찰, 안전행정, 인사행
정,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 보건
복지, 노동, 환경, 군사·국방, 보훈, 농림·
축산, 해양수산, 재정, 세무, 산업자원, 방
송통신, 주택, 건축, 도시, 도로, 수자원, 교
통, 외무통일, 민사·법무, 기타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한눈에 보는 민
원 빅데이터』, 맞춤형 통계 검색 결과
(bigdata.epeople.go.kr)

‘경찰’, ‘보건복지’, ‘노동’ 
분야의 민원에서 많이 
언급된 주요 단어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대전시 여성과 남성이 공통적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경찰’, ‘보건복지’, 

‘노동’ 분야에서 언급 횟수가 많았던 주요 단어(Keyword)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도별 상위 10개 주요 단어

는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을 재분류하여 10년간 누적된 민원의 주요 내용을 다시 정리했다. 동일한 주

요 단어는 누적 합계를 산출했으며, 동일하지 않은 주요 단어는 단어와 건수를 그대로 기재했다. 주요 단어

를 대상으로 공통된 주제를 설정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쳐 키워드 맵(Keyword Map)으로 구성했다. 

아래의 키워드 맵(Keyword Map)은 각 분야별 상위 5개 주제를 선정해 시각화한 결과이다.

단위 : 건

대전 ‘경찰 분야’ 민원 주요 단어(2009~2019)

‘경찰’ 분야 민원에서는 주차 위반, 불법 주차 등 주정차를 주제로 한 주요 단어(22,153건) 빈도가 가장 높았다.

대전 ‘노동 분야’ 민원 주요 단어(2009~2019)

‘노동’ 분야 민원에서는 ‘실업급여’ 관련 주요 단어(976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건

*2019년 자료는 11월 12일 기준임
* 주요 단어(Keyword) 건수는 민원 내용 중 
언급된 주요 단어의 노출빈도를 의미함

* 원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자료, 『대전 
지역 연도별(2009~2019)·민원분야별 
키워드 TOP 10』

* 원자료를 토대로 키워드 맵(Keyword 
Map) 구성을 위해 주제 키워드를 중심으
로 재가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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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건 분야’ 민원 주요 단어(2009~2019)

‘보건복지’ 분야 주요 단어 분류는 보건과 복지로 나누어 구성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건강기능 식품, 식품 

위생법 등 ‘식품’ 관련 단어가 9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위 : 건

*2019년 자료는 11월 12일 기준임
* 주요 단어(Keyword) 건수는 민원 내용 중 
언급된 주요 단어의 노출빈도를 의미함

* 원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자료, 『대전 
지역 연도별(2009~2019)·민원분야별 
키워드 TOP 10』

* 원자료를 토대로 키워드 맵(Keyword 
Map) 구성을 위해 주제 키워드를 중심으
로 재가공함

대전 ‘복지 분야’ 민원 주요 단어(2009~2019)

‘복지’ 분야 민원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단어(7,245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단위 : 건

10년 전과 비교해 
20대보다 30대의 민원건수 
증가율 높아

대전에 사는 20대와 30대가 제기하는 민원의 수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25개 민원 분야 중 

2009년과 2019년 건수가 높은 상위 5개 분야를 비교했다.

대전 20·30대 민원건수 추이

대전의 20대 여성이 제기한 민원건수는 2019년 3,385건으로 2009년과 비교해 122.6% 늘어났으며, 20대 

남성도 176.8% 급증했다. 30대 여성의 민원건수는 2019년 5,562건('09년 대비 +213.2%)으로 껑충 뛰었

으며, 30대 남성도 2009년과 비교해 271.8% 증가했다. 특히 30대 여성의 민원건수는 새 정부가 출범한 

2017년(전년 대비 +97.3%)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전년 대비 

+97.3%

’09년 대비 증감률 

+176.8%

’09년 대비 증감률 

+271.8%

’09년 대비 증감률 

+122.6%

’09년 대비 증감률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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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료는 11월 12일 기준임
* 국민권익위원회,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
이터』, 맞춤형 통계 검색 결과(bigdata.
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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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287-2)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Tel. 042.530.3548~50   Fax. 042.530.3559
본 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메일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신거부를 통해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젠 더 콜 로 키 움  # 양 경 언  # 문 학 평 론 가  # 신 동 엽 문 학 상  # 퀴 어  # 젠 더 _ 규 범 성

주제 시, 퀴어하게 읽기- 젠더 규범성을 허무는 문학에 대하여

일시 2019년 12월 6일(금) 10시 20분

장소 대전세종연구원 3층 소회의실

제4회 젠더 콜로키움(통합 15회)

밋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다

젠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발제자 양경언_문학평론가

1985년 제주 출생. 2011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비평 
활동을 시작했다. 주요 평론으로 「최근 시에 나타난 젠더 ‘하기

(doing)’와 ‘허물기(undoing)’에 대하여」 「비평이 왜 중요한가: 
비평이 혁명을 의미화하는 방식」 등이 있다. 2019년 제37회 
신동엽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전 민원 분야 TOP 5-30대

3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제기한 민원 분야를 살펴보면, 2009년 ‘보건복지’였으나 2019년에는 ‘경찰’ 

분야에 해당하는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은 ‘경찰’ 분야의 민원이 2009년과 

2019년 모두 1위였으며, 가장 큰 증가폭(‘09년 대비 +955.6%)을 보였다.

*2019년 자료는 11월 12일 기준임
* 국민권익위원회,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
이터』, 맞춤형 통계 검색 결과(bigdata.
epeople.go.kr)

여성 남성

5위

4위

3위

2위

1위 6,270 경찰

3,147기타

754 교통

688 보건복지

666 노동

경찰 1,396

기타 646

보건복지 622

노동 587

환경 331

2019

여성 남성

5위

4위

3위

2위

1위 594 경찰

423 노동

365 기타

336 보건복지

271 재정

보건복지 279

노동 275

경찰 200

기타 169

교육과학기술 133

2009 단위 : 건

대전 민원 분야 TOP 5-20대

2009년 대전에 사는 20대 여성이 가장 많은 민원을 낸 분야는 ‘노동’이었으나 2019년에는 ‘경찰’이 1위로 

올라섰다. 20대 남성은 2009년과 2019년 모두 ‘경찰’ 분야의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2009년과 달리 2019

년에는 ‘보건복지’ 분야가 5순위 안에 진입했다.
단위 : 건

여성 남성

5위

4위

3위

2위

1위 1,304 경찰

1,019 군사국방

943 기타

579 보건복지

350 교통

경찰 679

기타 495

노동 441

보건복지 332

교통 271

2019

여성 남성

5위

4위

3위

2위

1위 502 경찰

369 군사국방 

265 노동

186 기타

155 교육과학기술

노동 369

경찰 260

기타 154

교육과학기술 129

보건복지 111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