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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방안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정보격차 해소를 감안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의 각 서비스 품질과 세대 간 정보격차의 기준이 되는 연령이 전자

정부 서비스의 만족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시스템성공모형

(ISSM) 관점에서 논의 하고자 하였다.

정부 3.0 이라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환경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과거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

기 위한 특별히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그

러나 정부 3.0에서는 나아가 기존의 행정서비스를 통합한 행정서비

스 그 자체가 곧 전자정부 라는 미션 아래 점진적으로 모든 행정

서비스를 기존의 전자정부 서비스와 통폐합함을 기조로 한다.

이러한 전자정부서비스의 발전 아래 그에 대한 이용 및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전자정부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자원의

집중으로 인하여 UN정보사회공공행정국(UNDESA)의 우리나라 전

자정보지수 또한 매해 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실상은 조금 다르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급과 정부가 선도하는 제공자 중심의 전자정부서비스

개발로 말미암아 전자정부 인프라 지수 등은 최 상위권으로 거듭난

반면 사용자 중심을 평가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지수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을 평가하는 인적자본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칫 소외 될 수 있는 정보소외층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해소를 위한 방안의 탐색에 있어 어떠한 접근이 의미

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다가오는 고령 및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정보격차가 오히려 벌어

질수도 있는 정보소외(information alienation)현상이 어떠한 모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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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의 발전 방안

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정부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

하여 Delone&Mclean의 정보시스템성공모형(ISSM)을 분석하였다.

최초로 정보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로서 발표 된 이후 지속적

인 개선을 통하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보시스템성공모형

(ISSM)은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보품질, 서비스품

질, 시스템 품질의 3 범주로 그룹화 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만족도와

재사용(reuse)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다시 이러한 만족도와

재사용(reuse)의사가 사용자만족과 순이익(net benefits)에 미치는 상

호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둘째, 전자정부의 만족수준 분석을 위하여 전 국민에 대한 인구주

택 총 조사를 바탕으로 다단계층화 추출하여 2000명의 대표집단을

구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자정부에 대한 이용에 관한 전반적 사

용 내용 등을 조사한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행정자치부,

2013)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시스템성공모형에 따른 분석 가능한 모

델을 설계하였다. 각각 만족도와 재사용의사에 따른 다양한 요인들

이 제시하였다.

셋째, 전자정부의 만족수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 본 결과 만족도에 있어서 이용비중,

보안수준판단, 모바일서비스사용여부, 나이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며 재사용(reuse)의사에 있어서는 이용 빈도, 보안수

준판단, 모바일서비스사용여부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세대 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집단

을 조절변수로 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한 결과 만족도에 있어서 보

안수준 판단, 모바일서비스 사용여부 등이 조절효과를 통하여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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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정부서비스 만족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 행정서비

스 중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비중과 이용 빈도는 음(-)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용 비중이 높거나 이용 빈도가 잦은

사용자의 경우 오히려 만족도 또는 재사용 의사가 없을 확률이 높

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면 만족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과 반대의 결과이다. 따라서 전자정부 서비스 보완에 있어 마일

리지 제공 등의 이용 비중과 빈도가 잦은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필

요하다.

둘째, 전자정부서비스 만족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 보안수준

에 대한 판단과 모바일서비스사용여부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안수준이 높다고 판단한 사람이 만족수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 또한

만족수준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만족수준의 개선에 있어 위 두 요인에 대한 보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서비스 만족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세대 간

정보격차계층인 60세∼74세(60세 이상)집단의 조절효과에 있어 보안

수준에 대한 판단과 모바일 서비스 사용여부가 해당집단의 만족도

평가에서 영향을 강하게 하는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세∼74세 집단의 만족도 있어 위 두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 집단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세

대 간 정보격차 층에게 해당 격차가 더욱 더 벌어지는 정보소외

(information alienation)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에

대해 배려가 다른 요인에 우선하여 필요한 바, 본 연구의 토대가 되

는 전저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의 경우 일반적 통계에 따라 이러한

'보안강화' 와 '이용매체다양화' 보다는 '맞춤형컨탠츠강화'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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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사점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만족수준을 중심으로 세대 간 정

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다른 요인에 비해 보안수준에 대한 강화와

모바일서비스 사용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은

일반적인 단순통계에 따른 이용활성화 방안보다 후순위로 존재하므

로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정보격차가 더욱 더 벌어지는 현상이 나

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주요 단어 : 전자정부, 이용실태조사, 조절효과, 로지스틱회귀분석,

정보격차, 정보소외

학번 : 2010-2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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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1절 연구의 배경

인류의 역사는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기술발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사회발전의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였으며 인간의 삶에 있어 비

단 생산성의 향상 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의 갖가지 동인으로 작용

함을 부정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우리는 여

러 가지 혜택을 향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기술발전은 사회발전과 동일시 될 수

는 없지만 사회의 가치체계 내에서 기술발전을 통하여 얻을 수 있

는 혜택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1)

공공부문 또한 이러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다양한 아이

디어의 창출과 대량의 정보유통의 촉진 및 업무절차의 투명성제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네트워크화 된 관계들의 관리라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

통적인 협력모델인 기업, 시민사회등과의 협력과 달리 새로운 양태

의 협력모델이 요구된다.2) 정부 스스로 정부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

하도록 방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도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요구에 직면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

근 각광을 받고 있는 거버넌스나 파트너십의 강조는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가 된다. 정부의 내부적인 업무를 보다 효율

1) Seneviratne(1999), “Technology and Organizational Change in
Public Sector”, Marcel Dekker

2) Tapscott, Don and Anthony Williams(2006), “Wikinomics: How
Mass Collaboration Changes Everything”, NY: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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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에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책임성과 효율성이 요구된다. 그러므

로 정부 스스로 새롭게 재창조된 정부의 역할을 통하여 스스로가

국민과의 관계를 재설정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에 정

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통하여 정부 내부의 업무 효율성 및 대

국민서비스를 증진시킬 획기적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전자정부 서

비스이며 이는 인터넷 및 각종 디지털화 된 수단 등을 통하여 정보

및 각종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획기적 해결수단으로 등장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3)

현 시점에서 전자정부가 행정부에 있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

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라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우리나라

는 2002년 대한민국 전자정부 포털 사이트인 egov.go.kr서비스를 시

작으로 하여 전자적 민원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오고 있다. 또한

IT강국으로서 각종 관련 지수의 순위에 있어 그 면모를 세게 각국

보다 우수함으로서 입증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로부

터 학습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West, Darrell M(2002), “WMRC Global EGovernment Survey,

Taubman Center for Public Policy”, Brown University

[평가기관] 지수명 평가순위 평가목적 / 비고

[ITU]

디지털기회지수,

2007

1
인프라 보급, 기회제공, 활용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보통신 발전정도 평가

[IMD]

국가경쟁력지수,

2007

6 국가 경쟁력 중 정보통신분야 경쟁력 측정

[WEF]

성장경쟁력지수,

2007

7 국가의 경쟁력 중 기술경쟁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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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의 정보화정책은 기간전상망구축시기(1987∼1996),

정보화촉진계획(1997∼2000), 전자정부구축단계(2001∼2007)으로 되

어 있으며 차례대로 효율성,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투명성과 참여가

각각 추가하였다. 한편 2007년 이후를 참여정부 시절의 고도화 1기

및 실용정부 시기의 고도화 2기로 구분하여 2003년 이후부터 현재

까지의 시기를 통칭 ‘고도화기' 로 명명하며 전자정부 고도화의 시

기로 보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통합된 행정네트워크를 통하여 국

민이나 기업에게 논스톱서비스의 제공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

에는 이전 단계에서 추진하던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이 완료 및 안

정화되고 동시에 정부통합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IT4)기기(컴퓨터 및 스마트 폰과 같은 소형 IT기기)를 보유하고 초

고속정보통신망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

한 정부 서비스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을 통해 양방향

원스톱으로 시민과 기업에 제공하게 된 특징이 있다.5)

현 정권이 들어선 후 전자정부는 기존의 정부체계에서 독립하여

특별한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한 '특별한 체제' 라는 인식을 탈피하

4) IT; information technology. 『Word Reference』

5) 이영범(201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자정부제도 도입』, 한국정책학회

[WEF]

네트워크경쟁지수,

2007

7
국가별 개인, 기업, 정부의 정보통신 환경, 준

비도, 활용도 측정

[IDC] 정보화 지수,

2005
10 국가별 정보, 정보활용능력 측정

[UN]

전자정부준비지수
5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 평가

[UN]

전자정부발전지수

2010,

2012,

2014년

1위

2010년부터 준비지수에서 발전지수로 개명

표 1 한국정부의 IT 지수 (한국정보화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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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부 자체가 바로 전자정부이며 이전의 정부 및 산하기관에 산

재된 여러 문제점을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하여 극복하기 위한 체제

인 '정부3.0'을 발표하여 기존의 서비스와 달리 이제는 보다 능동적

인 환경에서 소비자들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표방하였다. 이

는 단순히 서비스를 구축한 후 단순 홍보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방문, 사용해 줄 것을 기대한 이전의 서비스와 달리 인터넷 기반의

개인용 플랫폼에서 최근 보급률이 급격히 늘고 있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정보의 (민간·

관)공동사용 및 기존의 전자정부 포탈을 정부 및 공무원 시점이 아

닌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6)

전자정부의 구축에 있어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이라 함은, 결국 이

용자들이 만족을 느끼며 아울러 지속적인 재방문이 이루어져야 함

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선 포털사이트 등의 이용만족도를 평가하여

사이트에 대한 디자인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고삼석

(2010)에 따르면 상업용 웹사이트 등에 적용된 원칙들은 전자정부

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상업용 웹사이트의

경우 흥미성위주의 콘텐츠의 제공이 제일 중요하나 이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는 필요치 않으며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의 경우 공

공기관 웹사이트에서의 중요도가 매우 크다. 이는 본질적으로 전자

정부 등의 공공기관 사이트는 상업용 사이트와 추구하는 목표가 다

르고 이에 따른 평가 요인간의 개념적 인과 관계에서 차이가 존재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또한 차이가 존재하는

데 상업용의 경우 구매촉진이 주요한 목표이지만 전자정부의 경우

민원서비스의 대체수단에 따른 비용절감과 이용자 만족도의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7)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서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6) 이다혜(2013), “국민연금서비스의 전자정부3.0모형에의 적용”, 『부산대학교』

7) 변대호(2007),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이 이용만족도와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보시스템학회』, 13(3), pp.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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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만족 요인에 대한 파악은 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개선

에 있어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노력의 결과로 국민 상당수가 전자정

부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중 대다수는 실제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안전행정부, 2013). 이에 국민들에 의한 전자

정부 서비스의 이용이 단순한 일회성 사용이 아닌 지속적이 반복·일

상적인 행위로 연착륙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문제가 되는 것

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 사용가능성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요소로서 사용자

의 사용만족수준이 제일 큰 요소로서 지적되는 바, 이러한 만족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존의 오프라인 서비스에서 온라인 서비스로의 연

착륙에 있어 특정 계층이 소외되어지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고 동시에 절실한 편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8)로 진행될 것임이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9) 더욱이 안정부의 정부3.0 가

8)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

인 사회

9) 신한종합연구소(1995),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일본 :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신한종합연구소

구분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주도 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

참여

능동적 공개, 참여

개방, 공유, 소통, 협력

행정서비스 단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 맞춤형 제공

수단(채널)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표 2 정부운영패러다임의 변화(정부 3.0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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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에 의하여 전자정부는 더 이상 기존 행정서

비스에 대한 추가적 수단이 아닌 행정서비스 그 자체로서 인식되어

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기초로 기존의 행정서비스를 모두 통합하

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미루어보아 이러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더욱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임은 예상 가능하다.

분류 기준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인 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

인 사회

표 3 UN의 고령화 사회 분류기준

2050년에 즈음하여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례없는 빠른 노령화 현상을 겪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에서 이러한 고령화 대응

에 대하여 각국의 정책 대응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OECD 국가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순위

순위 국가

1 아일랜드

2 덴마크

3 네덜란드

4 노르웨이

22 대한민국

표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2009 평균)

데이터 비교가 가능한 22개 회원국의 비교적 최근의 3개년 평균 고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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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 대응 지수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11)

한편 이러한 조사, 즉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부실하

며 이러한 결과가 세대 간 정보격차의 형태로도 나타나게 될 것임

을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이 지속

적으로 1등을 자리하며 타 국가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UN경제사회처공공행정국12)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보면, 과거 종합적 순위만을 발표하던 조사에서 더욱 더 발전하여

최근엔 세부적인 사항을 나누어 각 개별적 지수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각국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최근의 발표에 따르면 여전히 다양한 세부적 지표에서도 최 상위

권에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지수13) 항

목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순위(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도 국가경쟁력을 위한 전자정부발전지수에 있어 이러한 인적자본에

관계된 요인을 보완해야 함이 지적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세부

적인 내용을 보면, 인적자본지수는 성인문해율, 취학률, 학교교육 예

상연수, 평균 학교교육 연수지수 및 정보취약층 보완방안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므로 정부3.0시대의 전자정부 발전 로드맵에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즉 사용자중심 관점에서 전자정부서비스의 개선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함과 동시에 이러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발전이 정보격

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따

라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 사용자 만족 및 재사용 요인 조사

11) 보건사회연구원(2014), 『인구 고령화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 지수

개발』, 보건사회연구원

12) UN-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13) 인적자본지수 HCI; Human Capita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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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석에 있어 정보격차에 대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다.

제2절 연구의 목적

괄목할 만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외형적 성장과 달리 현실적인

부분들을 분석해보면 전자정부를 토대로 시민의 참여의 바탕이 되

는 민주주의의 향상 및 효율적 서비스 전달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상당히 존재한다. 2006년에 실시한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조

사를 살펴보면 인지도는 73%에 달하지만 활용도는 23%에 머물고

있는 등 인지하는 수준에 비해 그 활용수준이 매우 낮게 측정 되었

었으며, 인지도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

한 효용을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

라 할 수 있었다.14) (이후 2012년 조사 발표에 따르면 민원서비스

이용률은 29.7%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 2013))

한편 2012년 조사된 전자정부지수 세부사항과 비교하여 최근 발

표된 해당 지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상대적 수치이긴 하나 세부 지

수에서의 정보통신인프라의 경우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7위 →

14) 신수정, 윤명석(2007), “전자정부 사업의 Open-API 도입전략”,

『e-Government Focus』, 10호

UN 전자정부지수 순위 [단위 : 순위]

2012 2014

전자정부발전지수(종합) 1 1

온라인서비스 지수 1 3

정보통신인프라지수 7 2

인적자본지수 6 6

온라인참여지수(종합) 1 1

표 5 UN전자정부 지수 순위 (2012, 2014년 각각 193개국에서의 한국의 순위), UN

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 2014.6.1.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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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그러나 인적자본지수의 경우 답습상태(6위 → 6위)를 보이고

있다.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정부의 인프라 구축 시기는 일반적

으로 정보 접근에 대한 정보격차나 정보 불평등 해소와 같이 형평

성과 보편적 접근성 증진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 후 전자정부는

내부적 업무의 효율성 달성과 함께 고객만족 및 대국민서비스의 효

율적 제공에 목표를 두었다. 그러다가 현 시기에 오면서 좀 더 사회

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내면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향상, 정부와 국

민간의 신뢰, 삶의 질(quality of life)제고 등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이 전자정부 속에서

내재화되고 발현되기 위하 여는 상호 관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바,

이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오늘날 정

부의 변화를 설명하는 중심축에는 시민참여와 이러한 참여의 통로

가 되는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의 활용이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단으로서 시민을 '정보의 소비

자로서의 시민' , '서비스의 고객으로서의 시민' 부터 '의사결정의

참여자로서의 시민' 까지 다양한 유형과 단계에 따라 이에 대한 적

절한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

는 시민재창조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자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 3.0이라는 미션과 비전에서 종합적으로 기술하였

다.15)

“전자정부가 점진적인 발전적 성장을 하면서 정책기획가의 입장에

서 이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과가 실질적 결과와 괴리되는 현상인

15) 행정자치부(2013), “정부3.0이란?”,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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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e-환상(illusion)이 존재한다.”(이영범, 2012)는 지적이 있다. 정

부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갖가지 변인을 탐색

하는 연구 및 전자정부를 통하여 기존의 가치가 어떤 통로로 긍정

적인 증폭이 가능하게 될지 등의 연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해

외의 경우 전자정부를 통한 정부 신뢰 제고에 관련된 논의들이 최

근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정부를 방문 또는 이용

하였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정부신뢰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전자정

부 서비스가 정부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으로

드러나고 있다.16)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의 제고(주희엽,

2003; 장철영, 2005; 고경민․김혁, 2005; 김승욱, 2006; 강동석,

2009) 또는 이용자들의 유용성의 인지정도를 토대로 한 수용도 제고

에 대한 연구(정철현, 2004; 변대호, 2006; 김준환, 2010) 그리고 업

무 효율성 및 전자정부 수준평가에 대한 연구(고재학, 2001; 오강탁,

2001; 임광현, 2002; 정영식, 2004; 오철호․윤상오, 2007)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만족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는 그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그러한 이유는 정부 통계조사에 있어 전

자정부의 소비자 만족적 접근이 미비한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2006년 처음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관련 요인을 조사한 이후 매년

‘전자정부서비스 활용수준조사’라는 정부통계로서 연 1회로 조사해

오던 것을 2010년부터 상, 하반기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2012년부

터는 과거 e-mail방식으로 해오던 조사(2010년 기준 1500명)를 ‘전

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로 확장하여 2000명의 전수방문조사로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요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기 때문

16) Tolbert, C. J. and Mossberger, K(2006), “The Effects of

E-Government on Trust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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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연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첫 번째 전수조사인 2012년

이용실태조사와 내용을 보완하여 이루어진 두 번째 이용실태조사인

2013년 조사가 각각 조사 다음 해인 2013년, 2014년에 발표된 상황

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이 서두에 언급한 UN전자정부지수 중

인적 자본 지수(Human Capital Index)로서 그 내용은 이를 발표한

UN경제사회처공공행정국(UNDESA)의 설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외부에서 평가된 전자정부의 여러 측면중 수용도 에 관한 측

면이 순위가 제일 낮은 상태에 처해있는 셈이다. 더욱이 “빠른 기술

의 발전은 인류에게 수많은 편리함과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지만, 동

시에 이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대적인 배제를 가져온다는

지식 불평등 이론에 따르면 기존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구성

된 정보의 습득 능력 등 접근성의 차이가 다시금 새롭게 정보접근

(information accessibility)의 차이를 재생산 한다.”18)고 한다.

단순히 습득하는 정보의 양뿐 아니라 정보의 상대적 및 절대적

가치 또한 차이가 나며 한 사회 내에서 구성원 간 정보의 유용성이

기존에 이를 많이 가진 집단일수록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정보의

17) UN공공행정국, ‘학교 교육예상연수, 평균 학교교육 연수 지표 신설’, 2014년 지

표부터 적용, UNDESA

18) Tichenor, Olien& Donohue(1970), “Mass media and the knowledge
gap: A hypothesis revisited”, Communication Research

지표 내용

인적 자본 지수

(Human Capital

Index)

- 전자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일반적 지적능력 측정

을 통해 국민의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수용도 반영

- 다양한 지표항목(성인문해율, 취학률, 학교교육 예상연수,

평균 학교교육 연수, 정보취약층 보완방안)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17)

표 6 인적자본지수, UND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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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부빈익빈 현상도 지적되고 있다.(고삼석, 2010) 심지어 기존 사

회 및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야기된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 격차가 정보와 지식의 불평등을 야기함은 결과적으로 다시금

계층 간 사회적 기회의 차이로 확대 될 수 있으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Selwyn, Neil, 2004) 이러한 연구자들은 공통적으

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부작용으로 정보격차의 확산을

주목하였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즉 현재

에 확대되고 있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등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 볼 수 있다.19)

다양한 학문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원을 집중하여 구축된

전자정부시스템이 국민들에 의하여 충분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면 그러한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에 어떠한 요인이 전자정부 서비스의 활용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

요한 요인인지를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현재까지 조사를 통

하여 발표된 전자정부의 지속적 사용가능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요소로서 사용자의 사용만족수준이 제일 큰 요소로 지

적된다.(이채언, 2007; 강동석; 2008; 유재영, 2009) 그러므로 이러한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가 규명

되어야 한다.

기존 전자정부에 관련된 연구들은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전자정부의 특징적 요소들에 주목하여 단기적 처방에 집중한 나머

지 이러한 만족수준에 관련하여 실제적인 영향요인을 설명하기 위

한 개별 연구들은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 또한 소비자 입장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보다는 전자정

부 시스템의 하드웨어적 만족도 및 서비스의 신뢰나 이용성 연구에

있어 부수적인 입장으로 다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19) 문영환(2014), “정보격차문제 하에서 이용자의 성격특성과 접근성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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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전자정부의 만족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초점

을 맞추어 특히 정부3.0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

한 만족수준 요인을 이용하여 만족의 주체인 이용자에 대한 요인을

정보격차 해소 적 접근을 포함하여 비교하고 영향요인을 밝혀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앞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사용만

족수준에 대한 일반 논의와 함께 전자정부 이론 및 소비자만족 관

계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전자정부의 만족수준을 구성하는

이용만족도와 재사용(reuse) 의향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세대 간 정보격차 요인을 조사하고 기존 연구와 비교

되는 차이점을 밝혀내는 것이다. 즉, 전자정부서비스의 만족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찾아보고 이러한 요인에 있어 세대 간 정보격차

관점에서 정보소외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살펴 본 후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

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선행적 연구 등을 통하여 이론적 측면에

서 전자정부 사용만족수준의 관계요인을 논의하는 연구들을 고찰하

고 전자정부 만족의 관계요인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이용만족

도와 재사용의향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러한 유인을

측정 가능한 모형을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설계한다. 둘째, 모형을

토대로 하여 정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전자정부이용실태조사의 내용

을 분석하고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요인을 회귀

분석을 통하여 추출 한 후, 세대 간 정보격차 관점에 의한 정보소외

층을 정의하여 조절효과 분석 실시를 통해 정보소외층 과 비소외

층 간 영향요인의 크기, 방향, 민감성 등의 차이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셋째, 선행연구와 도출해낸 분석을 토대로 전자정부 만족 개

선을 위한 영향요인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보격차 해소에 관련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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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시사점을 제시 한다. 따라서 전자정부 고도화 및 정보격차문제

해소를 계획하는 정책집행자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인 전자정부 구

현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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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전자정부 서비스에 관한 논의

1. 전자정부 서비스의 개념 및 의의

전자정부에 또는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관련 연구를 하

는 학자마다 다르고 또한 연구 범위에 따라서도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에 대한 선행연구의 등장은 무척 최근의 일이고

대부분의 연구는 정부의 추진 정책을 시점으로 하여 발전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정의 또한 그에 따라 달라지며 각 학자 및 연구기관

의 의한 전자정부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 개념 정의 내용

김동욱(1996)
정보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이면서

주민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한국전산원(1996)

공통의 정보통신 기반을 매개로 국민과 정부 간의 의사

소통이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각

종 행정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부

정충식

(1997)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기술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업무를 재설계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시킴으로써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미래의

혁신적 행정모형

이윤식

(1998)

정보통신기반에 기반 하여 국민편의의 행정서비스를 효

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창출 제공하는 혁신적인 미래형

정부

전자정부법

(2001)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하여 이

로서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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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개념은 전자정부를 추진 중인 국가, 이를 주제로 연구

하는 학계 및 컨설팅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바, 이는

각 국가의 사회-경제적 배경, 정책의 우선순위 및 목표, 최고 정책

결정자의 미션과 비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전자정부 개념이 설

정되기 때문이며 아직까지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20)

Garter(2003)21)에 의하면, 전자정부의 정의가 다양한 것은 단순히

정보기술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의미보다는 관계전환(transforming

relationship)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전자정부

는 각 국가의 사회·기술적(socio-technical)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정

의되는 진화적 개념으로 그 다양성이 인정되고 있다.22)

20) 이선종(2009), “전자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립대

학교』

21) Gartner Group, www.gartner.com, 2003

지방혁신분권위윈회

(2003)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행정, 입법, 사법 등 정

부 내 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유기적 연계로 행정의 효

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

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정부

권기현

(2003)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부혁신을 전제로 민원인의 편의가

극대화되는 정부이며,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이며, 더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신뢰사

회와 소통사회를 지향하는 성찰적 정부

정보화백서

(2006)

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

비스를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 정부

WORLD BANK

(2007)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시민, 기업, 정부의 다른 부처와

관계를 변화시키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부 서비스

의 제공, 비즈니스와 산업의 상호작용 개선, 정보에 대

한 접근을 통한 시민들에게 권한부여와 정부 관리를 효

율적으로 하는 정부

표 7 전자정부의 개념 정의 (주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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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루어진 전자정부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마

다 전자정부의 어떠한 속성을 강조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크게 기술

적 접근, 서비스 중심적 접근, 제도 및 혁신적 접근으로 구분 가능

하다. 이러한 3가지 전자정부 개념에 대한 접근은 전자정부 개념의

확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 내용을 보면 초창기 이후 전자정

부의 개념은 기존의 전산화 및 정보화에 관련되어 전자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적 접근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점차 전자정

부의 구조 및 프로세스 그리고 제도와 혁신 등에 초점을 두는 방향

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여전히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전자정부가 기술의 활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혁신을 전제로 하여 대민서비스 제공 및 거래 프로세스의 향상

(거래비용 감소 등)에 중점을 두는 제도혁선이 수반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전자정부의 빠른 발전수준을 전자정부의 성숙도에 따라 구분하는

모델인 '성숙모델'에 의하면 “전자정부와 관련 서비스를 개발, 유지

하는 과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점적으로 발전 및 진화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정립 하였는바, 현 과

정의 성숙을 결정하고 전자정부의 질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의 향상

에 가장 결정적인 몇 가지 이슈를 좀 더 쉽게 확인함으로써 프로세

스 향상전략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해야 한다.”23)고 밝히고 있다.

22) 오강탁(2001), “전자정부 평가방법론 및 지표 개발에 관한 이론적 연구”, 『정

책분석평가학회보』, (2), pp. 119∼144

23) Windley, Phillip J(2002), “eGovernment Maturity”, Utah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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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 학자 및 기관 종합

기술적 접근

Sharrard, J.(2000), CITU(2000),

Holmes(2001), UN &

ASPA(2002), OECD e-gov

Task Force(2003)
접근 방식의 변화를 살

펴보면 기술적 발전의

맥락과 비슷함.

서비스 중심적

접근

NPR(1993), 한국전산원(1996), 고

상두(1999),

Brown&Brudney(2001)

제도 혁신적 접근

정충식(1997), Fountain(2001), 국

가정보화백서(2002), 미국

OMB(2002), Gartner(2003)

표 8 전자정부 서비스 접근방식의 변천

또한 전자정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자정부의 세부적인 내용

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조직 전반의 전자정부에 대한 과정을 향상시

켜, 조직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역량에 따라 전체 조직의 편익을 지속

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전자정부 성숙모델에 대한 연구는 보

통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정부혁신을 기준으로 하는 연구,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연구

등으로 분류된다.24)

한편 이러한 연구들은 열거된 유형을 초월하여 최종단계로서 총

제적인 '통합'의 차원을 설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총 7단계로

까지 구분하는 학자도 있으나, 일반적으론, 정보제공(information)단

계, 상호작용 및 거래(interaction)단계, 통합(integration)단계의 3단

계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정부 발전단계에 대한 유형에 따라 논의되는 전자정부 성숙

모델의 연구들은 기술 활용 중심적인 연구가 가장 많고 조직구조의

개혁과 관련된 정부혁신중심의 연구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민참

24) 조덕호, 권윤희(2003), “웹에서의 전자정부발전단계의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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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심적인 연구가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기술 활용

중심적인 연구는 최근까지도 활발히 논의되는 반면, 정부혁신중심과

시민참여중심의 연구는 최근에도 저조한 편이다. 하지만 전자정부

성숙모델을 제시하는 모든 논문들은 대부분 통합단계를 이상적이고

최종적인 단계로 선정하고 있으며, 통합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종합적 계획(master plan)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

적으로 기존 전자정부의 성숙모델은 통합단계로 가기 위한 로드맵

의 역할을 하였다고 대부분 보고 있다.

2.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선행 연구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개인 및 국가차원의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며 그 내용을 연구가 이루어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Hiller & Belanger(2001)는 전자정부의 유형과 구성원을 정부, 시

민, 기업, 타국정부등과 같이 구분하고 이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Stowers(2001)는 온라인 기업의 형태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웹사

이트를 분류하였다. Amazon과 같은 전통적 쇼핑몰 형, Fedex같은

부가가치형, Yahoo같은 포털형, eBay같은 경매 형으로 분류하고 있

다.

정국환, 문정옥, 이삼열, 문명재, 나태준(2005)의 공공정보화 관련

조직적 관행적 요소의 분석에서는 공공정보화 혁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행정청의 입장에서의 다양한 혁신 과제로서 칸막이

행정의 해소, 객관적 정보기술 수준의 향상, 교육-평가-리더십의 중

요성 및 조직문화를 강조하였다.

변대호(2006)는 전자정부 포털사이트의 유용성 요인 및 변수에서

전자정부 웹사이트 구축에 있어 정보의 이해도, 내용 간의 밀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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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방법의 부가적 해설 및 안내, 메뉴 및 아이콘의 구체화,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 제공, 일관성 있는 사이트 맵 제공, 빠른 응답 속도,

개인화와 같은 유용성 변수들이 특히 고려해야 할 변수임을 확인하

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자정부서비스활용수준조사(2007∼2011)을

통하여 전자정부에 대한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오고 있으며,

이용률 및 만족도는 상승 또는 하락을 교차해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2012∼2013)를 통하여 전자

정부서비스 사용자의 98%가 재사용의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전

자정부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사용자 맞춤 컨탠츠 제공’이 제일 필

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만형(2008)의 사회복지 분야의 전자정부 성숙도 수준 평가에서

는 전자정부의 여러 부처 중 사회복지 분야의 성숙도를 UN평가 지

수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1∼5단계의 레벨 중 한국의 지수의 경

우 종합적으로 상위 레벨에 속해있는 것과 달리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2단계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곽희섭, 이용건, 고윤석(2010)의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지수 적용방

안은 기존 전자정부활용지수가 비록 이론적 논리를 근거로 적절하

게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지수를 구성하는 측정지표들

의 상당부분이 측정 불가능한 자료로 구성 된 데에 따라 측정 가능

한 지표들로만 구성하여 가중치를 조사한 새로운 활용지수를 구성

하였다.

이선종은 전자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2010)및

전자정부 신뢰와 정부신뢰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신뢰주체 및 신

뢰대상 요인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2011)을 통하여 전자정부에서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를 피드백 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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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영범(2010)의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자정부제도 도입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과정을 추적하여 각 단계별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의 역할을 규명하여 이를 참고하려는 국가에게 시사점을

주었다.

박기관, 정재환(2012)의 온라인민원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의 결정

요인 분석의 경우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시민평가제 활성화 차원에

서 온라인민원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와 관련하여 경기도 화성시민

을 표본으로 삼아 온라인민원행정서비스와 시민들의 만족도간 상관

관계를 연구하여 대응성, 공감성, 접근성 및 신뢰성 요인이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제2절 전자정부 만족 수준에 관한 논의

1. 전자정부 만족 수준의 개념 및 의의

만족에 대한 다양한 요인 중 먼저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널리 받아들여져 활용되는 이론으로서는 합리적 행위이론

(TRA : theory of reasoned action25)) 및 계획된 행동이론(TPB :

theory of planned behavior26))이 존재한다. 합리적 행위이론에서는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연구 및

고찰해 오면서 기본적으로 행동은 개인의 의지로 이루어진다고 가

정한다. 합리적 행위이론에서는 행동에 연관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와 주관적인 규범(subjective norm)을 외생적 변인으로

25) Martin Fishbein, Icek Ajzen(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

Addison-Wesley

26) Icdek Ajzen(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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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고 이 요인들이 각각 행동의 의도를 매개로 하여 행동이 이

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모형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합리적 행위이론을 더욱 더 확장한 이론으로

서 인간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의 의지 뿐 아니라 개인의 의지를 넘

어서는 요인들에게도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모델이

다. 이에 행동의도의 선행적 요인으로서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제시

되는 연관된 태도 및 주관적 규범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지각된 행

동통제력(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이 포함된다.

두 이론 모두 개인이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선행변수로서 행동의

도를 가정하고 있으며 인산은 이성을 근거로 하는 매우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모든 행동에 있어서는 행동의도가 존재하며 이는 태도

와 행동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한다.

위 이론들을 전자정부에 적용하여보면 전자정부의 사용은 일종의

행동이 되며 이러한 사용은 전자정부에 대한 사용의도에 의해 결정

된다고 설명된다. 즉 일반적인 의도는 개인의 생각이나 계획을 달성

하기 위한 특정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지로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

려는 행동이 된다. 따라서 서비스의 사용 의도는 개인이 목표의 달

성을 위한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지의 강도로 정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자정부의 사용 의도는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전자정부를 사용하려는 의도로 정의되는데 이는 전자정부

에 대한 개인의 가치평가에 따른 개인 태도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

며 그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사용자 만족수준을 들

수 있다.27)

전자정부 사용에 따른 실질적인 가치와 편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는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이 전제된다. 한편 재사용

27) Davis, F. D.; Bagozzi, R. P.; Warshaw, P. R.(1989), “User

acceptance of computer technology: A comparison of two theoretical

models”, Manageme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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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se)이라 함은 수용(acceptance)과는 구별되는 개념임에 주의해야

한다. 재사용은 보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수용의 경우 재사용 또는 지속적인 전

자정부에 대한 지각된 품질과 사용자 태도가 재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용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는다. 서두에 논의한 바와 같이 재

사용은 수용 이후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간동안 사

용자들이 이것을 활용하여 소기에 목적했던 정보시스템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유하는 단계를 의미한다.28)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에 있어 단순 수용

(acceptance)과 지속적 재사용(reuse)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

서 전자정부 재사용(reuse)결정은 수용결정이 있은 후에 과거의 사

용경험에 기반 하여 이를 토대로 반복적 사용 등을 결정하게 된다

고 볼 수 있다.

합리적 행위이론(TRA)과 계획된 행동이론(TPB)에 근거하여 보면

전자정부의 재사용(reuse) 행위 결정은 전자정보를 사용한 후 형성

되는 사용자의 주관적 태도와 재사용 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

하여 설명 가능하다. 그러한 재사용 의도는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

하여 향후 전자정부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반복 하려는 의지로 정의

되며 이러한 의지는 기존 전자정부 사용 후 형성된 사용자 개개인

의 주관적인 태도로 결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이는 전자정부의 재사

용 행위를 결정하는 선행적인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

으로서 사용자 만족 수준이 있다.(Wulf, et al, 2001) 사용자 만족 수

준이라 함은 다양한 가치로서 측정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용

후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차

후 사용자의 행위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29) 정보

28) 박기운, 옥석재(2008), “포털사이트의 지속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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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사용자 만족은 정보시스템의 성공

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된다. 즉 사용자 만족이라 함은 정

보시스템의 품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보시스템 이용과 상관

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품질과 행위의도 간에 있어서 이를

측정하는 매게 역할을 담당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30)

정보시스템 특성 또는 품질의 논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광범위

하게 받아들여지는 모델로서 정보시스템 성공모형(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ISSM)이 존재하는 바, 이는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활용을 설명하는 매우 유용한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처

음 발표된 1992년 이래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인 보완이 이

루어지고 있다.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은 특성요인으로서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이 있고 사용요인으로서 사용자만족, 시스템

사용의도가 있으며 성과요인으로서 개인적 및 조직적 영향의 요인

이 존재한다.

그림 1 Delone & Mclean의 정보시스템 성공모형 (출처: 자치정보화조합 "서비스

만족도 조사모형 연구", 2005.05)

정보시스템의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 및 서비스품질은 사용자 만

29) Delone, William H. and Mclean, E. R.(1992), "Information Systems

Success: The Quest for the Dependent Variable",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3 No.1, pp. 60∼95

30) Kettinger, W.J., Park, S.H., Smith, J(2009), “Understanding the
consequences of information systems service quality on IS service
reuse”, Information & Management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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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매개로 하여 시스템의 이용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는 바,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최초에 발표된 정보시스템성공모형(ISSM)이후 끊임없는 비판과

연구를 토대로 발전된 최근의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의 특징은 [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의 ISSM 모형이 시스템 사용의도와 사용

자 만족에 있어 과거의 경우 시스템 사용과 사용자 만족도가 순 효

과(net benefits)의 원인이 된다고 한 대에서 발전하여 시스템 사용

은 시스템 사용의도 또는 재사용의사 로 구체화 되었다. 그리고 이

러한 사용(재사용)의도와 만족도가 순 효과를 부르지만 다시금 이러

한 순 효과가 재사용의도와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즉 기존 모형에서 최종적인 목표이던 순 효과가 이제는 다시금 재

사용의사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적 관계임을 인정한 것이

다.31)

한편 이러한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은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평가 모형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바, 최근의

ISSM을 통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연구들에서 정보시스템 성공모형(ISSM)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 및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만족과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제시된 바, 위 연구들을 통하여 정의

31) 이홍재(2012), “전자정부에 대한 지각된 품질과 사용자 태도가 재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연구』, 21

연구 분야 연구자

인터넷 뱅킹
노영·이경근, 2003; 염창선·홍재범, 2004; 김영국·장형

유, 2010

전자상거래 Raymond, 1999; Jarvenpaa, et al. 2000

전자정부
정철현, 2004; 이채언·김광용, 2008; 김상헌·송영미

2009; Chen, 2010

표 9 정보시스템성공모형(ISSM)을 활용한 정보 및 서비스 품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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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보품질(information quality)의 평가지표로는 정보의 적합성, 업

무관련성, 완전성, 신뢰성, 정확성, 유용성, 가독성, 중요성, 현재성

등이 제시되었으며 시스템 품질(system quality)의 평가지표로는 사

용 편의성, 유연성, 신뢰성, 효율성, 안정성, 응답속도 등이 활용되고

있다. 32)

전자정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은 이를 사용

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인지되고 평가되며 전자정부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정보품질과 시스템품질이 사용자 태도를 결정하고

다시 이를 매개로 하여 실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2. 전자정부 만족수준에 대한 선행연구

정보서비스의 만족수준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며 이를

전자정부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발표되는 이루어지는 추세

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승임(2003)의 사이버 박물관 사용자 만족 및 향후 행동의지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실증 분석에서는 웹사이트의 시스템 측면 3

가지(심미성, 편리성, 상호작용성)과 콘텐츠 측면 3가지(일관성, 정확

성, 신뢰성)가 사이트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사용자 만족이

재방문, 권유, 이벤트 참여, 오프라인 방문 등의 향후 행동의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김승주(2007)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에서 주민번호의 다양한 보완방법과 인터넷 보안 시점에서 시민으

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복합적 연구를 통하여 여러 가

지 주민번호의 대체서비스를 조사하였다.

이선종(2009)의 전자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32) 김상현, 송영미(2009), “정부포털사이트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 : 모호성과

정부지원의 조절효과”, 『정보시스템연구』,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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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전자정부의 기대효과에 매몰된 나머지 전자정부의 외형적 성

장에만 치중하여 전자 정부 이용자인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론 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일 방향적 인 전달체계로서만 작

동하는 ‘전자적 섬(electronic island)’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할 필

요성을 강조하면서 신뢰주체의 특성과 신뢰대상의 특성 중 어떤 요

인이 유의미한지를 제시하였다.

김준한(2010)의 전자정부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한 벤치마킹 연구에

의하면 전자정부 서비스의 공급에 비해 이용이 부진한 문제의 해결

을 위해 전자정부 이용에 대한 실태 조사는 필수적이나 이제까지의

조사들은 ‘전자정부의 이용’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 정의와 측정 방

법을 사용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선진 각국들이 실행

하고 있는 전자정부 이용 실태 조사들을 분석하여 ‘전자정부 이용’

의 개념 정의, 측정을 위한 조작화 및 조사 방법 관련 쟁점을 정리

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정훈(2011)은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목표수준 설정의 방법으로 공정능력지수(Process

Capability Index, CP)를 활용한 초기 목표치 도출, 예산 및 환경여

건 반영, 개선노력, 최종 목표치 설정의 단계를 제안하여 환경여건

이 다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여 개

선의 노력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였다.

안정훈, 남은영(2011)의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는 서로 그 처한 환경이 다른 여러 개의 정부의 전자정부 서비

스 사이트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통괄하여 만족도 평가가가 가능

한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였다.

김재현, 정흥교, 김태웅(2011)의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만족, 유용성, 용이성, 구전효과, 주관적

규범, 신뢰, 상호작용, 촉진 조건 등의 요인을 분석하여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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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병걸, 김석주, 명승환(2012)의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와 영향요인에서 특정 전자정부 서비스를 대상으로 회귀분석

을 하여 유용성과 접근성 순으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기술변화에 따른 모델의 재설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소원근, 김하균(2012)의 전자정부 효율성과 시민만족에 관한 연구:

전자정부 사이트의 관계요인을 중심으로 에서는 공감성, 의사소통,

맞춤서비스가 전자정부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유의하게 관계요인으

로 나타났으며 시민과의 대화를 시도한 수치가 높을수록 만족도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재호(2014)의 정부3.0실현을 위한 빅 데이터 활용방안에서는 광

범위한 빅 데이터(big data)를 활용하기 위하여 실증적이고 증거 및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획

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맞춤형 선제적 서비스 제공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하였다.

제3절 정보격차에 관한 논의

1. 정보격차의 개념 및 의의

정보격차라 함은 미 상무국 산하 위원회인 NTIA33)에 의하여 '전

화,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단절' 로 정의되어 왔으며 이후 OECD에서는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 간에 서로 상이한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의 이

용에 있어서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하면 NTIA

33) 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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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격차를 기술에 대한 접근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OECD의

정의는 접근성과 함께 이용 차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회경

제적인 과점에서 정보격차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정

보의 불평등한 접근이나 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34)

한편 정보격차를 기존의 단순한 신기술의 새로운 도입과정에서

소외현상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인식하는 바탕에는 지식불평등이

론이 존재하고 있는 바,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은 낮은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정보를 더 빨리 습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

는 습득되어진 지식의 양의 차이와 정보와 관련된 사회적 접촉

(access)의 차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더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35)

이와 관련하여 고삼석(2010)은 같은 사회 내에서 구성원 간의 정

보와 소통에 대한 유용성의 차이는 누적된 정보를 많이 습득한 집

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서로 다르다36)고 보았으며 누적된 정

보가 많을수록 새로 습득되는 정보의 유용성은 더욱 높아지며 이러

한 결과로서 집단 간의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된다고

보았다.

Selwyn(2004)은 “보다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기본 경제 및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 접근적 격차가 정보와 지식의 불평등을 재생산함

으로서 계층 간 기회의 차이에 대한 확대를 가져옴을 경계해야 한

다.”37)고 하였다. 정보가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

불평등의 문제는 소득 및 직업과 같은 계층 간 빈부격차 문제를 심

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 할 수 있으나 정

34) 서이종(2000), “디지털 정보격차의 구조화와 사회문제화”, 『한국정보사회학』

35) P DiMaggio, E Hargittai(1999), “From the digital divide to digital
inequality”, Studying Internet use as penetration increases

36) 고삼석(2010),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정보격차와 디지털 정보복지 정책 : 디

지털 통합(e-Inclusion) 정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37) Selwyn, Neil(2004), “Reconsidering political and popular
understandings of the digital divide”, New Media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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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격차문제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결국 이 격차는 수렴하게 된다는 낙관

론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2. 정보격차에 대한 선행연구

이종순(2004)의 정보격차를 넘어 평등사회로는 도농 간의 정보격

차에 중점을 두어 주로 기술적 관점을 통한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하였다.

최연태, 박상인(2011)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정책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중앙정부부처 웹사이트 이용도와 정책

리터러시간, 정책리터러시에서 정부신뢰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재웅(2012)의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를

보면, 인터넷 보급률에 기반을 둔 정보격차에 대한 의미의 변천과

이에 따른 격차지수의 개발 및 지수의 변천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

하였으며 특히 격차의 대상을 장애인, 농어촌민, 노인 등 다양하게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차세대 디지털 격차지수(next

digital divide Index)를 개발하였다.

백병수(2012)는 SNS 이용자 특성 분석을 통하여 정책 홍보와 정

보격차해소에서 SNS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클릭스트림(clickstrea

m38))을 통하여 정보격차가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동혁(2012)은 스마트 디바이드(smart divide)에 대한 지역 격차

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정보격차 및 디지털 격차에서 부수

적으로 다루고 있던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 대한 격차를 따로 조사

하여 스마트 디바이드 관점에서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였다.

38) clickstream.com 을 통하여 특정 (전자정부)사이트의 방문 및 체류시간을 다양

하게 분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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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2013)의 세계 정보격차 해소와 국제기구의 역할에서는 정

보격차를 세계적 관점에서 보아 국제기구의 역할과 활동에 중점을

두어 네트워크 시각에서 정보격차 해소라는 이슈에 국제기구가 어

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문영환(2014)의 정보격차문제 하에서 이용자의 성격특성과 접근성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내부

(기술적, 사회관계 및 참여요인)및 외부(이용자의 개별 특성 및 접근

성)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별로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제4절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1.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의 개념 및 의의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승인통계 제 11029호, 일반통계)는

전자정부법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및 분석),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정책과의 지도 아래

작성되는 통계로서 실제적인 작성기관(위탁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

원39) 전자정부기획부에서 작성하고 있다.

최초 승인연도는 2012년도로 그간 두 번의 정기 발표가 되어 있

으나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인지율, 이용

률, 만족도 등 다양한 실태자료를 그간 작성하여 왔으며 작성주기와

공표주기는 1년이다.40)

통계자료서두에서는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국

민들의 전자정부서비스 전반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

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활용수준과 인식변화 추이 등의 통계관리를

39) 한국정보화진흥원(NIA), www.nia.or.kr

40) 통계청(2013),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2013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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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서비스 개선 과 정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는 조사통계이다. 또한 국

제기구(OECD, UN)의 ICT통계지표 및 국제지수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 통계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조사수행을 실시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41) 로서 작성의 목적을 밝혀두고 있다. 전자정부

통계의 관련 조사연혁은 다음과 같다

2.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표본설계를 통한 조사 대상은 본 연구대상을 정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하여 그 대

표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2011년 이전의 경우 인터넷 사용자만을 대

상으로 하였던 것과 달리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라는 승인

통계가 이루어진 이후42) 만16세부터 74세 미만인 일반국민을 대상

41) 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2-201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

사』

42) 2012년 조사부터 전자정부법 제 22조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 및 분

석), 통계법 제18조 (통계의 실행 주체) 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매해 3월 즈음에

그 이전년도에 대한 조사의 결과 및 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자료는 2013.1월 및 2014.1월에 발표된

2012 및 2013년도 발간 자료이다.

년도 조사대상 조사방법 횟수 비고

2007
국민, 기업,

공무원
인터넷 2회 - 35개 정부서비스 사이트 이용실태 포

함

- 온라인 설문조사 및 페이지 뷰 분석2008
국민, 기업,

공무원
인터넷 1회

2009 국민 인터넷 1회
- 개별 서비스 및 기업·공무원 조사대

상 제외

2010 국민 인터넷 2회
- 시기별 전자정부이용률 변화추이 분

석

2011 국민 인터넷 1회 - 만16∼74세 인터넷 이용자 대상

2012 국민 방문조사 1회 - 만16∼74세 전 국민 대상

2013 국민 방문조사 1회 - 만16∼74세 전 국민 대상

표 10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조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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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지역은 제주도를 포함한 16개 시

도에서 표본추출이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전문기관에서 선발된 조사원이 각 대상가구

를 방문하여 면접과 함께 설문지를 작성하는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체계는 조사원 → 전문조사기관 → 한국정보화

진흥원 → 안전행정부로 자료 및 분석결과를 송부하여 한국정보화

진흥원과 안전행정부에서 공표하고 있다.

표본설계는 5년마다 실시중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최근자료43)에 기

초하여 조사구중 섬, 기숙시설, 관광호텔, 외국인조사구를 제외한 지

역에서 다시 전국 지역을 32개구로 층화한 후 다단계확률비례층화

계통추출법을 통하여 전국 만16세∼74세 이하의 일반국민 2000명을

표본규모로 하여 95% 신뢰수준에서 ±2.19%p의 표본오차를 갖게 되

었으며, 그 중 전자정부 서비스 및 그중 일부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

하여 실제로 이용경험이 있는 1148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자정부서

비스이용관련 조사가 이루어졌다.

3. 조사항목

최신 ICT기술의 향상을 감안하여 조사항목이 변해 왔으며 2012,

및 2013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사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43)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2010년부터 인터넷 조사를 전수조사와 함께

실시해오고 있다.

구분 조사항목 (총30개)

기본 사항(2) ① 성별 ② 나이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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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결과 및 시사점

행정서비스이용률로서는, 만16∼74세 인구의 84.4%인 33,303천명

이 행정서비스 이용자로 나타났으며 이용방법은 직접방문이 77.4%,

인터넷 및 전자 우편이 67.4%이나 직접방문 비율은 감소추세 및 인

터넷과 전자 우편은 증가추세이다.

만16∼74세 인구 10명중 8명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으

며 조사대상인구의 56.9%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이고 주된 사용

목적은 '정보검색 및 조회(70.2%)'이다.

만족도 조사에선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10명중 8명은 서비스 전

반에 대해 '만족' 하고 있으며 10명중 7명이 보안수준이 높다고 평

가하였다.

모바일 전자정부의 경우 이용자의 52.9%가 사용하였으며 주된 이

행정서비스이용(7)

①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② 행정서비스 이용 빈도 ③

행정서비스 이용목적 ④ 행정서비스 이용방법 ⑤ 인터

넷/전자 우편 이용비중 ⑥ 주이용 방법 ⑦ 주 이용방법

선택이유

전자정부서비스이용(1

1)

① 전자정부서비스 인지 여부 ② 전자정부서비스

인지경로 ③ 국가대표포털 인지여부 ④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여부 ⑤ 전자정부서비스 간접이용 경험 ⑥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빈도 ⑦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목적

⑧ 전자정부서비스 접속방법 ⑨ 주요 서비스별

이용경험 ⑩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⑪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

모바일전자정부서비

스이용(4)

①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여부 ② 모바일 전자정

부서비스 이용 빈도 ③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장

소 ④ 주요 이용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전자정부서비스이용

전망(6)

① 전자정부서비스 계속이용의향 ② 전자정부서비스 불

만사항 ③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추천여부 ④ 전자정부서

비스 미사용 이유 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향 ⑥ 전자

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 방안

표 11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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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목적은 정보검색 및 조회(87%)이다.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자 10명중 8명이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에 '만족' 하였다.

전자정부서비스 계속의향은 이용자중 98.2% 이며 이용자중 이용

중단의 주된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우려(69.3%)이고 전자정부서비스

미 이용자의 주된 요인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서(51.7%)' 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강화

'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제5절 선행연구 및 전자정부이용실태조사의 한계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은 ‘전자정부이용실태조사’ 라는 승인통계를

상당한 자원을 동원하여 작성해오고 있으며 이를 전 국민에게 공표

함으로서 다시금 한국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 자체는 무척 심혈을 기울여

그 대상과 조사내용을 정하였으며 통계 조사 내용과 관련된 우수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통계라는 한계로

인하여 선행연구와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의 연계된 연구가

부족함은 물론 이러한 결과물인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의 결

과 및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조사 발표는 설문조사 내용을 통합하여 그 내용의 우선순위를

발표하고 있음에 그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후속적 연구 및 데이터

의 다양한 활용이 요구된다.44)

44) 본 연구가 진행된 2014년 11월 현재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에 관련된 연

구는 통계청에서 한국통계 학회를 통하여 설문조사내용을 검증한 ‘「전자정부서

비스이용실태조사」정기통계품질진단‘과 삼성SDS에서 연구한 ’전자정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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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UN공공행정국의 전자정부 지수에 대한 순위에 있어 인적자

본지수(HCI)의 비교적 낮은 순위는 사용자관점의 전자정부 설계와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보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이용실태

조사에서는 각 자료를 통한 연구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만 분석하

고 있음은 물론, 남녀 간의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데서 분석을 그치고 있으므로 정보격차 해소 뿐 만 이 아니라 다양

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은 해

당 통계가 신생통계 라는 데서 기인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자정부 서비스에의 만족 수준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에 있어 기본적으로 상업적 정보시스템을 평가하는 모형

인 정보시스템평가모형(ISSM)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여 이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수준에서 대부분 그치고 만 한계가 있다. 전자

정부서비스의 경우 행정서비스라는 공공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따라

서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하여 정보시스템평가모형(ISSM)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6절 본 연구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서두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PING의

2단계 조절효과 분석을 차용한 다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

식에 의한 잠재변수의 조절효과분석을 통한 접근법에는 여러 가지

가 논의되고 있는 바, 이 중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회귀분석이다. 회귀분석에서는 조절변

수가 등간 척도 이상의 연속변수인 경우는 메트릭변수(metric

variable)가 되며, 상호작용(interaction)항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분

활용지수적용방안‘ 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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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위한 상호작용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조절효과변

수를 곱하여 만들어진 상호작용 항을 모형에 각각 투입시킨 다음,

상호작용 항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회귀분석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항의 투입전과 후의 모

형 설명력의 증감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조절효과를 최종적

으로 검정하게 된다(Aiken & West,1991).

PING의 2단계 접근법의 특징은 전통적인 회귀분석의 경우 측정

오차를 보정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호작용 효과가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바, 조절변수가 연속 형 변수일 경우 임의로 변수

를 이분화 하여 정보 손실을 야기하는 바,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

나 명목 형 변수일 경우 추정된 계수가 유의하게 다른지 검증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 되는 조절변수가 범주 형 변수

임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한편 PING의 2단계 접근법의 경우 먼저 1단계에서 사용되는 모

델을 어느 정도 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모형을 확정한 후, 2단계에서

기존 Baron & Kenny의 조절효과 분석법을 시행하므로 이러한 위

계적(stepwise) 조절효과 분석을 통하여 유의미다고 여겨지는 변수

들을 한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작용 항을 분석함으로서 PING이 제

기한 상호작용 효과의 과소 추정 오류를 줄일 수 있다45)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2단계 접근법에 따라 먼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에 사용된 조사내용 중, 서비스만족 관련 모형에 근거,

만족수준의 지표로서 사용되는 요인을 구분하고, 다시 이러한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는 요인을 추출한 후 이를 적용하여

사용자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정도를 분석 한다.

45) 문영주, 좌현숙(2008),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있어 정서적

조절 능력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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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서 나온 분석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격차의 정보소외

구분층 중에서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

사’에서 연구 가능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세대 간 정보소외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에 있어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

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조절효과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 정보

격차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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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문제

전자정부 구현이 국민과 기업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의 생산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중

요한 실천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세계 각국은 물론 국제 및 경제협력

기구(UN, OECD등)에서도 전자정부를 정책의제의 우선순위로 배정

하고 그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46) 우리나라 역시

2010 UN언자정부 발전지수 및 참여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2010년 UN전자정부 글로벌대상을 수상하는 등 눈부신 혁신을 거듭

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전자정부 종합지수 1위의 이면엔 UN이 개발한 전자

정부지수 세부사항 중 인적자본지수(Human Capital Index; HCI)의

경우 6위 수준의 답습상태(2012년 6위 및 2014년 6위)에 있으며 그

간 발표해온 여러 전자정부 관련 조사에 의하면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반면 활용도는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즉 국가에서 전자정부

를 구축하고 홍보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국민수준에서 이를 수용하

고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원의 투자가 부족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정부의 수용적 및 정보격차 해소관점에서 국

민이 전자정부를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부분에 사용 우선순위를 두

고 있으며 또 어떠한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고 불만을 가지게 되어

재사용(reuse)을 포기하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 된다. 또한

이러한 전자정부의 국가적 자원집중에 있어 이를 통하여 오히려 불

편을 겪게 되는 정보소외 계층에 대하여 국가의 어떠한 노력이 요

46) 원유경(2012), “전자정부가 정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정부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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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있어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연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문제

를 확인하고 그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절차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먼저 한국정보화 진흥원과 행정자

치부 전자정부 정책과에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의 모든 기본

(raw)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 등의 노출

위험이 있다며 거부하였다. 그 다음 정부 3.0 발표 이후 각 부처마

다 신설된 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동일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같은 이유로서 거절하였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자료를 얻고자 하였음에도 원 자료를

보유한 정보화진흥원 외부로의 반출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이

유로 본 연구는 시작과 동시에 좌초될 위기를 겪었으나 마침 최근

의 행정소송 중 정보공개소송에 있어 공개불가가 원칙인 정보(대표

적인 정보로 개인정보 등)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해 낼 가능성이 있

으면 분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개하면 족하다는 판결이 있

었다.

차후 이 판례47)를 근거로 관련법이 최근 개정되어 ‘부분공개’ 가

가능함을 알게 되었고 정부에서 새로이 신설된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OPEN48)을 통하여 부분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이러한 약식 소

송에 준하는 결과를 통하여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등이 제외

된 모든 설문조사의 원 데이터(raw data)를 제공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자정부사이트 이용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용자 만족 결정요인을 도출해 내었다. 그리고 결정요인에

47) 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분리가능한경우의부분정보공개>
48) http://wonmun.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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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의 사용자 만족 관련 설문내용을 결정요

인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전자정부

만족도에 있어 결정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세대 간 이러

한 영향요인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차이

점을 통하여 기존 전자정부이용실태조사에서 권고된 사항을 비교·분

석 하여 세대 간 정보격차해소 관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제3절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1. 변수의 선정과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만족에 대한 실태조

사를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서두에 언급한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을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의 각 요소가 어떤 내용을 담

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에 있어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가능한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는 전자정부

이용실태조사의 2012, 2013 실태조사 중 양 조사의 조사내용이 확장

및 변경 된 이유로 횡적인 2013년도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2014 발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설문조사 내용 중 사용자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를 정하여야 하는 바, 선행연구와 적용 모델을 토대로 다음의 내용

을 토대로 설문조사 내용을 정보시스템성공모형(ISSM)에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 졌다. 먼저 원 설문조사에서 사용 가능한 설문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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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변수 중, 정보시스템성공모형(ISSM)에 적용 가능

한 변수와 적용 분야(field)를 가려내야 하는 바, 이는 본 연구의 첫

번째 단계가 된다. 이에 선행 연구 중 해당 분야에 적용되는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표12에 언급된 변수들 중

적용 가능한 변수를 가려내고자 한다.

정보시스템 성공모형(ISSM)에서 순이익(net benefits)에 영향을

(상호영향을)주는 요소는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가 되는 ‘만족 수준’

이며 이러한 만족 수준은 ‘이용만족도’와 ‘재사용(reuse)의사’ 로 정

의된다. 한편 이러한 만족 수준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해

당모형에서는 3가지의 분야(field)로 구분하는데 그 구성은 ‘시스템품

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로 구분 되며 과거의 ISSM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먼저 시스템품질(system quality)의 지표들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다른 만족요인인 정보품질과 서비스품질이라는 개념이 개발되기 이

전에 수행된 것으로서 정확성, 사용용이성 등 다른 품질요인과 개념

이 혼재된 측정변수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선행연구에 제

시된 변수 중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측정 할 수 있

설문번호 변수의 형태 설문의 내용

5 범주형(7) 행정 서비스의 주된 이용 내용

6 범주형(5) 행정 서비스의 주된 이용 방법

7 선형(6) 행정 서비스 중 전자정부 이용 비중

12 범주형(2) 국가대표포털(korea.kr) 인지 여부

14 선형(5)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빈도

15 범주형(7)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목적

17 범주형(27) 전자정부 주요 서비스 이용 경험

19 선형(7) 전자정부 보안 수준

20 범주형(2) 모바일서비스 이용 여부

25 범주형(다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중단 시 사유

26 범주형(2) 전자정부서비스를 타인에게 추천

29 범주형(11)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

표 12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2013) 중 만족수준에 활용 가능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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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49)

정보품질(information quality)에 대한 연구의 경우 대체적으로 정

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다양한 확장된

변수들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의 유용성과 타당성이 비교

적으로 널리 더해져서 사용되는 추세이다. 주요 연구에서의 정보품

질 측정변수는 다음과 같다.

49) 강동석(2009),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연구자 시스템품질 측정 변수

Hamilton &

Chervany (1980)

정확성, 응답시간, 현행성, 반환시간, 신뢰성, 유연성, 완

전성, 사용용이성

Belardo, Karwan &

Wallace(1982)
시스템의 신뢰성, 사용용이성, 학습용이성, 응답시간

Bailey &

Pearson(1983)
접근편리성, 통합성, 응답시간, 사용용이성

Delone &

Mclean(1992)

정확성, 사용용이성, 학습용이성, 사용자요인, DB내용, 접

근편리성, 요구반영도, 유용성, 유연성, 신뢰성, 정교성,

통합성, 효율성, 응답 및 반환시간

Seddon &

Kiew(1994)
사용용이성, 친근성

Lgbaria, Gumaraes

& Davis(1995)
기능성, 상호작용성, 친근성

Seddon(1997)
인터페이스(interface), 보고서품질, 사용용이성, 유지보수

성

표 13 주요연구자의 시스템품질 측정 변수

연구자 정보품질 측정변수

Boland(1978) 정확성, 신뢰성, 적시성

Larker &

Lessig(1980)
중요성,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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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품질(service quality)의 경우 최근까지 이를 정부 관련 서

비스에 연관하여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변대호(2006)는

전자정부 포털 사이트의 유용성 연구에서 콘텐츠 조건으로서 정보

의 충분성, 이해도, 현재성, 정확성 등을 제시하고 있고 김종무

(2003)는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이를 제시하였다.

최근의 연구 중 서비스품질을 중점적으로 추출한 개념인

SERVQUAL(service quality model)을 이용하여 이를 다루고 있는

연구도 등장하였으며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기존의 SERVQUAL모

델은 상업적 사이트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전반적으로 상품의 전달

(물질적) 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반면, 행정 정보 서비스 등의

정부 관련 서비스는 물질보다 정보 등의 비 물질 적 서비스를 바탕

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주요 연구자의 서비스품질 측정변수는 다음과 같다.

Olson &

Lucas(1982)

정확성, 적시성, 신뢰성, 상세성, 최신성, 적절성, 간략성,

형식성, 완결성

Bailey &

Pearson(1983)

출력물의 정확성, 현실성, 정밀성, 신뢰성, 적시성, 완벽성,

간결성, 타당성, 형식성

Mahmood &

Medewitz(1985)
보고서의 유용성

Srinivasan(1985) 보고성의 정확성, 이해가능성, 타당성, 적시성

Delone &

Mclean(1992)

중요성, 적합성, 사용성, 이해성, 유용성, 정보제공성, 가독

성, 명확성, 외양, 형식성, 정확성, 정밀성, 충분성, 간결성,

신뢰성, 완전성, 최신성, 유일성, 적량성, 무결성, 비교성,

편의성

Seddon &

Kiew(1995)
정보의 유용성, 정확성, 충분성, 적시성, 최신성, 명확성

McGill, Hobbs &

Kolbas(2002)
적시성, 정확성, 타당성

표 14 주요 연구자의 정보품질 측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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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자료에서 보았듯이 시스템, 정보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측정에 대한 기준과 내용은 연구자마다 상이하고 그 내용 또한 명

확한 구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특히 상기 자료가 바탕이 되어

측정되는 순이익에 대한 정보시스템모형(ISSM)이 단방향으로 되어

있는 초기 모델에서 만족수준과 순이익 간에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고 개정된 최근의 모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 바탕이 되는 측정 변

수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정된 정보시스템 모형(ISSM)에 따른 최근 연구자들의 연구 중

정부 관련 시스템을 평가하는 평가요소를 정리한 강동석(2009)에 의

하면 무형의 편익과 만족을 제공하는 과정에 대한 품질을 기준으로

다양한 변수 중 측정 가능한 변수들을 선정하여 추가적으로 행정서

비스 자체의 품질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새로운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사항을 정리하

여 다음과 같은 만족 요인별 측정변수를 제시하였다.

연구자 서비스품질 측정 변수

Parasuraman, Zeithaml

& Berry(1985)

신뢰성, 접근성, 응답성, 친절성, 의사소통, 보안성,

외양성, 진실성

Parasuraman, Zeithaml

& Berry(1988)
유형성, 응답성, 신뢰성, 확실성, 공감성

Finn & Lamb(1991) 외양성, 신뢰성, 확실성, 공감성, 응답성

Kettinger & Lee(1994) 신뢰성, 확실성, 응답성, 공감성

Pitt, Watson &

Kavan(1995), Van

Dyke, Kappleman &

Prybutok (1997)

외양성, 응답성, 공감성, 신뢰성, 확실성

박정훈 등(2000) 유형성, 보증성, 신뢰성, 반응성, 공감성

Jiang, Klein &

Carr(2002)
신뢰성, 응답성, 공감성, 확실성

김석주(2004) 접근성, 유용성, 신뢰성, 대응성

감동석(2009) 접근성, 추적성, 편의성, 다양성, 적시성, 사용자참여

표 15 주요 연구자의 서비스품질 측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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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모형(ISSM)을 최초로 행정정부의 정보시스템에 접목·

변화하여 적용하였던 연구(김종무, 200350))이후 다양한 보완을 거쳐

수렴된 최근의 모형(강동석, 2009)의 각 서비스 만족요인을 참고하

여 상기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중 만족수준 측정에 활용 가

능한 변수’를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보품질로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빈도는 ‘방문성’ 에 해

당된다. 전자정부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나는 정보품질 중

해당 서비스의 이용 및 방문이 용이하고 원하는 정보를 얻었는가에

대한 항목으로 구분 가능하다. 둘째로 시스템품질로서 보안수준에

대한 평가는 ‘보안성’에 해당된다. 보안수준에 대한 평가는 시스템에

대하여 생각하는 보안의 정도를 가늠하는 요인인 보안성에 해당되

는 요소이다. 셋째로 서비스품질로서 행정서비스 중 전자정부이용비

중은 추적성 및 적시성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로서

상기 이용 빈도와 달리 서비스품질에 대한 요소가 되며 모바일서비

스이용 여부의 경우 ‘편리성’에 해당 되는 부분으로서 전자정부서비

스를 사용함에 있어 보다 편리한 요소를 제공하는 부분에 해당됨에

따라 구분 가능하다.

한편, 추가적으로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의 다양한 구분 기준에 있

어 여러 요소에 걸친 설문이 존재하는 바, 향후 전자정부의 이용활

50) 김종무(2003),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행정학회보』, 37(3), pp. 331∼356

구분 측정변수

서비스

만족요인

정보품질

정확성, 풍부성, 최신성, 가공용이성(사용성), 표현다양

성, 목적부합성, 특화성, 완전성, 역동성(사용자참여 정

보 생산 및 가공), 방문성

시스템품질 안정성, 응답성, 보안성, 복구신속성

서비스품질
접근성(검색용이성), 추적성, 편의성, 다양성, 적시성,

사용자참여(UCC등)

표 16 서비스 만족 요인별 측정변수(강동석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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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있어 해당 설문에 대한 답변인 각각의 이

용활성화 방안에 따라 적용되어지는 요인이 달라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문 선택지 요소 구분

전자정부서

비스에 향

후 보완방

안 이 라 고

생 각 되 는

점은?

사용자 맞춤형 컨탠츠 제공 목적부합성

정보품질
최신의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정확성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광고 및 홍보

강화
방문성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강화 보안성 시스템품질

온라인서비스 사용에 따른 혜택 제공 편의성

서비스품질

주요 민원 업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편의성

온라인서비스 이용매체의 다양화 편의성

본인확인/인증절차 간소화 또는 대체

수단 제공
편의성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

이트 통합 필요
접근성

서비스 이용 안내 및 도움말 서비스

강화
편의성

표 17 전자정부서비스 보완방안의 선택지에 따른 ISSM 요인

따라서 본 설문 또한 정보시스템 성공모형(ISSM)에 있어 만족수

준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보고 이를 변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동시에 이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향후 보완방안이라고 생각되는 점

이 주로 어떠한 속성의 품질인가를 구분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상

기 논의된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설문번호 변수의 형태 설문의 내용 구분된 요인

7 선형(6) 행정 서비스 중 전자정부 이용 비중 서비스품질

14 선형(5)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빈도 정보 품질

19 선형(7) 전자정부 보안 수준 시스템 품질

20 범주형(2) 모바일서비스 이용 여부 서비스품질

29 범주형(11)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 종합적 품질

표 18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2013) 중 만족수준 측정에 활용 가능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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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net benefits)의 토대가 되는 ‘사용자 만족 수준’은 사용 및

재사용 의도와 사용자 만족도로 나뉘어져 각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 하였는바, 이는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

조사가 정보시스템성공모형(ISSM)에 의한 분석을 차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원 설문조사의 다양한 항목

중 각각 설문의 18번 문항인 ‘사용자만족에 관한 문의’ 및 설문24번

문항인 ‘재사용의향’이 정보시스템성공모형의 ‘사용자만족’ 및 ‘재사

용의향’에 해당되는 설문이라 보는데 큰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한편 Likert 7점 척도로 조사된 사용자 만족도와 달리 재사용의향

에 대하여 있다 / 없다 인 이분형(binominal) 형태로 조사되어진 재

사용의사가 종속변수로 사용되므로 회귀분석 모형은 일반적인 선형

회귀분석이 아닌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필요성이 대두된다. 동시에

통제변수로서 다루어지는 모바일서비스 사용여부와 이용활성화 방

안 등 또한 이를 선형으로 조작하기 보다는 범주 형으로 보고 분석

하여야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형의 정밀함이 높아짐으로 만족도

에 대한 분석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절효과 분석의 기저가 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다양한 정보격차 구분, 즉 나이에 의한 구

분, 성별에 의한 구분, 도심과 농촌 등의 거주지에 의한 구분, 및 학

력에 의한 구분이 존재 하는 바, 이러한 다양한 정보격차문제에 속

하는 정보소외(information alienation)층을 구분하기 위하여 전자정

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를 다각도로 분석 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정

보격차 중 ‘세대 간 정보격차’를 중점으로 연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에 기인한다.

먼저 나이와 성별에 의한 구분은 설문조사 서두에서 나이와 성별

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음에 따라 충분히 그 조절효과분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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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요소로 상정하였다. 다만 성별에 의한 정보격차의 경우 국내

대다수의 논문 및 실태조사에서 그 차이가 의미 없다는 결과가 나

와 있으므로 주된 연구주제로 활용하기 보다는 차후 회귀분석에 있

어 기존연구의 이러한 결과가 실제로도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만 확

인하였다. 그리고 학력에 의한 구분의 경우 본 설문조사에서 학력에

의한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학력을 구분 가능한 지표

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심과 농촌간의 분석의 경우 서두에 밝혔듯이 전자

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는 전국을 200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총

2074명의 대면조사가 다단계층화추출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므로 설

문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시금 이 지역구분을 도심과 농촌으

로 구분하는 작업을 하여 더미 변수(dummy variables)만 입력 하면

해결되는 부분이나, 해당 설문조사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부분공개

에 있어 사용자들의 거주 지역에 대한 부분이 비공개정보로서 제외

되어 이를 구분 또한 불가능하므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적 목적인 정보격차에 대한 분석에 있어

정보격차를 ‘세대 간 정보격차’로 한정하고 그러한 세대 간 정보격

차를 결정하는 변수는 연령이므로 이러한 연령을 조절변수로 지정

하였다.

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조절변수

1) 독립변수

상기의 논의대로 사용자만족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하

여 선행연구를 통한 만족이론에 입각하여 재조사 하였으며 종속변

수가 되는 18, 24번 설문을 제외한 29개 설문 중, 총 5개 문항을 만

족도에 관련된 영향요인으로 추출하여 이를 통제변수로 설정 하였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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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설문07번은 ‘행정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인터넷을 사용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 가’ 로서 6점 척도로서 10%미만에서 90%이상

까지의 비율을 20%씩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는 만족 요인 중 전자

정부서비스를 이용을 얼마나 편리하게 하였는가에 해당되는 편리성

에 해당되는 설문이 된다.

설문14번은 '최근 1년 동안 전자정부서비스를 얼마나 이용 하였는

가' 로서 1주일에 한번 정도에서 1년에 한번정도까지의 기간이 설정

Likert 5점 척도로 설정하였다. 이는 만족 요인 중 '편리성'인 사용

자가 얼마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해당 되는 설문

이 된다.

설문19번은 '전자정부의 보안수준은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

하는 가' 로서 매우 높다 부터 매우 낮다 까지 의 선택지를 통하여

Likert 1∼7점 척도로 설정 된 바, 이는 만족 요인 중 '신뢰성'인 사

용자가 얼마나 서비스를 믿고 따르는가에 해당되는 설문이 된다.

설문20번은'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해보았는가 로서 두 문항

모두 '심미성, 최신성, 신뢰성, 편리성, 상호작용성' 에 해당된다. 모

바일 서비스의 특성상 기존 서비스의 심미성 최신성 신뢰성 요인

이외에도 보다 편리한 사용이 가능해지는 '편리성'과 최근 정부3.0

의 기조로서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쌍방향 서비스로서 최종

사용자(end user)인 민간 사용자가 필요시 전자정부 서비스에 자료

제공 또는 건의 등이 편하게 가능해지는 '상호작용성'에 해당되는

설문이 된다고 보았다.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는가에

대해서는 이용/비이용으로 조사하였다.

설문 29번은 ‘향후 전자정부 서비스에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로서 [표17]의 10개의 항목 중 선택하는 형

식이었으며 이는 만족요인의 세부사항 다양한 영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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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범주 형 자료인 ‘전자정부서비스의 향후 보완점[표17]

에 대하여 상기 분석한 내용에 따라 1∼10의 명목 척도에 대하여

각각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서비스품질로 구분하였으며 구분 내역

에 따라 정보품질=1, 시스템품질=2, 서비스품질=3 으로 설정하였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로는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설문18번의 ‘당신은 전자정

부에 얼마나 만족 하는가’ 와 설문24번의 ‘귀하는 향후에도 전자정

부 서비스를 재사용 하겠습니까?’ 로 정하였다. 전자정부에 대한 만

족도는 Likert 7점 척도로서 1∼7점으로 만족정도를 표현하고 수치

가 높을수록 만족이 높음을 뜻한다. 또한 재사용(reuse)의도는 재사

용의도 있음 / 재사용의도 없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전자정부서비스에 영

향을 미치는 사용자만족에 대한 만족도와 재사용의도가 전자정부의

인적자본지수에 대한 국가적 전자정부경쟁력에 순 효과(net

benefits)를 미친다고 보고51) 이러한 순 효과에 미치는 사용자만족

51) 박기관, 정재환(2012), “온라인민원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의 결정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6(4), pp. 359∼380

통제 변수 번호 설문 내용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비중
1

행정서비스 중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비율은 어떠한

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빈도
2 전자정부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 하였는가

전자정부서비스

보안 수준
3

전자정부의 보안수준은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

하는가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
4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는가

전자정부서비스

향후 보완점
5 향후 전자정부서비스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표 19 통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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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재사용의도를 합쳐 ‘사용자만족수준’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겠다.

종속변수 번호 내용

만족도 1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에 있어 어느 정도 만족 하

였는가

재사용(reuse)의사 2 전자정부를 앞으로 재사용할 의사가 있는가

표 20 종속변수

3) 조절변수

조절변수는 다른 두 변수와의 관계를 조절하거나 영향을 미쳐, 상

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나타나게 하는 변수를 의미한다.

조절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에 있어 이를 강화시키

거나 약화시킨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가 다른 제3의

변수가 취하는 값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때 제3의 변수를 조절

변수라고 한다.52)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연구에 있어 앞서 살펴 본대로 기존 정보격

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정보소외계층이란 학력, 인종, 교육, 수입, 주

거지역, 신체적조건등에 따라 정보의 접근, 이용, 활용에 취약한 계

층으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관련조사53)에 따르면 장애인, 저소득

층, 장-노년층, 농어민, 최종학력이 낮은 층을 기본적인 정보소외계

층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추가로 북한이탈주민 및 결혼

이민자(다문화가정)등을 새로이 정보소외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

다.54)

다양한 구분 중에 연령 구분을 통한 세대 간 정보격차해소를 연

구의 중심으로 삼은 이유는 변수의 선정과정에 기본적으로 서술하

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

조사의 모든 조사에서 남녀를 구분한 통계를 발표하였고 이를 중심

52) 김병섭(2008), 『편견과 오류 줄이기』, 법문사, pp. 138∼146

53)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정보격차실태조사』

54)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스마트환경에서의 정보소외계층 대상 중장기 피해

예방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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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정책적 대안이 이미 이루어 졌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남

녀 간 격차는 크게 존재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남녀 간에

대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정보격차 문제는 비록 특별한 대안은 연구

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

므로 본 연구에서 중심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이에 대하여 회귀분석

에 있어 확인하는 작업만 하도록 한다. 둘째, 도농의 구분의 경우

설문에서는 전국을 200개 단위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공개된 raw data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정

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데이터 공개에 있어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로

서 공개를 하지 않음을 전제로 면접 조사를 한 것이므로 회귀분석

을 위하며 받은 자료에 주소나 성명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행정

자치부의 주장에 따라 해당 정보는 제외된 채 정보공개 되었음에

따라 도농 간 정보격차문제에 대한 접근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

고 사료되어 제외하였다. 셋째, 학력에 의한 정보소외층의 경우 아

쉽게도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에서 이를 따로 조사하지 않았으

므로 이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최종)학력에 따른 분석이 불가능 하

였다.

세대 간 정보격차에 따른 정보소외층의 경우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정보로서 1.성별, 2.연령, 3.실제나이 만을 기

재하여 이를 토대로 구분하였기에 다양한 정보소외층의 구분 중에

연구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였다.

그리고 세대 간 정보격차문제 해소 연구를 위하여 연령을 조절변

수로서 하고 기존 원 설문조사의 대상이 만16세∼만74세임을 감안

하면, 본 연구를 통하여 조사가능한 계층으로는 나이에 따른 분류

를 통하여 16세 이상 74세 이하를 대상으로 나이의 범주를 기명하

여 이루어진 연구임에 따라 특정 나이층을 분류하여 세대 간 정보

격차의 정보소외 계층으로 분류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세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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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외계층의 구분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하여 선행연구

를 통하여 설문조사에서 60세∼74세로 조사를 한 계층을 세대 간

기준에 의한 정보취약 계층으로 정의 하였다.

선행 연구 등을 통하여 해당 구간을 정보소외 계층으로 정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 간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정보화 취

약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검토한 바, 모바일 및 스마트 기기 보급률

등 각종 정보통신 인프라(infrastructure)에 있어 60세를 전후로 하

여 급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보급의 차이가 결국 세대 간 정

보격차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정보화진흥원, 2013)에 따라 60세 이

상을 그 이하와 구분하였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정보격차에 있

어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접근성을 1순위로 꼽는 데에 따른 것이다.

둘째로 정보화진흥원의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세대 간 조사를

별도로 독립하여 조사를 시작한 2009년에 있어 시계열의 문제인 세

대 간 정보격차 조사에 있어 이를 횡단 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장,

노년층으로 먼저 구분하고 장년층은 50∼59세, 노년층은 60세 이상

으로 구분하여 조사해오고 있으며, 연구결과 등에 따라 특히 노년층

의 세대 간 정보격차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지속되

어오고 있다는 점.55)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관련 연구 등에서 연령을 조절변수로 삼아 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 한 결과 첫 번째 요인과 마찬가지로 60세 전

후로 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연구한 점 등이다.56) 이에 따라

원 설문조사에서를 통하여 세대 간 정보격차의 해소 문제와 관련하

여 이러한 연령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가 있다고 보고

연령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60세 미만은 0, 60세 이상은 1로 설

정)

55)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정보격차실태조사』

56) 문영환(2014), “정보격차문제 하에서 이용자의 성격특성과 접근성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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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전자정부의 사용자 만족 요인을 추출하여 이러한 영향

요인이 전자정부서비스 사용 만족수준에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연령에 의한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지 확인 한 후, 이를

통하여 기존 정책적 시사점을 비교·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립변수

→

종속변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비

율, 이용 빈도, 보안수준,

모바일 서비스 이용여부,

향후 보완할 점

전자정부서비스사용자만

족도

전자정부서비스재사용의

도

조절변수 : 연령

표 21 개념적 분석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2013)를 토대로 사용자만족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세대 간 정보격차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

의 분석틀은 [표 21]과 같다.

즉 본 연구는 전자정부의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만족요인인

심미성, 편리성, 상호작용성, 일관성, 정확성, 최신성, 다양성, 신뢰성

요인 등을 토대로 사용자 만족요인을 정보시스템성공모형(ISS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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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시스템품질, 서비스품질, 정보품질의 3가지 구분으로 나눈 후,

구체적으로 이용비율, 이용 빈도, 보안수준, 모바일서비스이용, 향후

보완방안 등을 통하여 전자정부의 경쟁력인 사용자 만족수준과 재

사용의향의 결정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결정요인에 있어 세대

간 정보소외층과 비소외층 사이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

구이다.

2. 가설의 설정

정보시스템의 성공 및 경쟁력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 되고 있다.

전자정부의 성공 및 경쟁력에 있어 UN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에서

정한 전자정부의 다양한 지수중 인적자본지수(HCI)의 보완을 통한

정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사용자 만족과 재사용의향에 대한 결정

요인 분석에 있어 다양한 요인을 확인해보고 이를 토대로 세워진

대안과 통제변수를 통한 세대 간 정보소외(information alienation)층

의 결정요인을 통하여 대안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만족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리라 생각되어지는 요인을 각각 확인해 보고 이러한 만족수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세대 간 정보격차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한 후, 추가로 각각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보

소외계층 및 비 소외계층으로 구분하여 영향을 미치는 차이에 대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워진 가설이

다.

1) 사용자만족수준 영향요인 - 이용 비중 요인

정보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전체 서비스에서 정보통신을 기반

으로 한 서비스를 사용한 비중이 어떠한 가 측정하는 것이 이용 비

중 요인이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중이 만족 모형에 있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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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예상 되어지는 바, 이러한 전체 행정서

비스 중 전자정부를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받은 이용 비중이 만족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해 보는 것은 본 연구에 사용 되는

세대 간 정보격차 분석에 있어 의미가 있다.

서비스 이용 비중이라 함은 전체 행정서비스 중 전자정부 서비스

를 사용하는 비중으로서 이 비중이 높다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사용

에 있어 비전자정부서비스(관공서 방문, 전화연락 등)보다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사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서 행정 서비스 중 전자정부 서비스의 사용 비중이 높은 계층이 만

족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바, 일반

적인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에 있어서는 ‘이용 빈도’와 ‘이용비중’ 및

‘이용경험’ 등의 요인은 대체적으로 빈도, 비중 및 사용 경험 등이

많거나 클수록 만족 수준 또한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 한다57)고 하

고 있으며 전자정부에 대한 선행 연구에 있어서도 이용 빈도의 경

우 보통 만족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8)는 연구가 존재한

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전자정부서비스의 경우 오히려 전자정부 설

계 시 설계자, 즉 정부의 편의에 기초하여(provider oriented) 전자정

부 서비스를 만든 결과 이로 하여금 이용 빈도 및 이용비중 등 이

용경험이 높을수록 전자정부를 ‘혐오’하며 만족수준 또한 낮다는 상

반되는 분석59)도 존재한다. 선행 연구 분석과 관련 모형 등을 감안

하여 정보시스템성공모형(ISSM)을 통한 분석에서 이용 경험은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57) Delone, William H. and Mclean, E. R.(1992), "Information Systems

Success: The Quest for the Dependent Variable",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3 No.1, pp. 60∼95

58) 강동석(2009),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59) 주희엽(2003), “전자정부 e-서비스의 수용도 및 품질 만족도 평가”, 『중앙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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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가설1-1: 이용 비중이 높을수록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1-2: 이용 비중이 높을수록 전자정부 재사용 의향이 있을 것

이다.

2) 이용 빈도 요인

정보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측정할 경우, 제일 먼저 조사하는

내용이 이용 빈도 이다. 전자정부 사용주기는 UN공공행정국의 전자

정부 이용지수 및 다양한 만족 모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요한 목적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정보서비스 이용 빈도를 측

정하여 만족도와 관련성을 측정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이

용 빈도 요인 또한 가설1-1 및 가설1-2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이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이러한 요인이 만족 수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떠한 방

향으로 미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2-1: 이용 빈도가 잦을수록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2-2: 이용 빈도가 잦을수록 전자정부서비스 재사용의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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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3) 보안수준 요인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은행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구축된 정보 사

이트들에 있어 편리성만큼 중요한 요인으로서 보안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정부서비스는 정보서비스로서 개인정

보를 비롯한 다양한 중요정보를 제공받는 시스템이며 따라서 타 정

보서비스에 비하여 높은 보안수준이 요구될 것이며 그러한 보안에

대한 신뢰는 전자정부의 사용자만족을 높여주고 재사용 가능성을

보장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전자정부서비스의 보안수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과 재사용의향에 미치는 관련성

을 측정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3-1: 인식하고 있는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이 높을수록 전

자정부서비스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3-2: 인식하고 있는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이 높을수록 전

자정부서비스 재사용의향이 있을 것이다.

4)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요인 및

최근 정부3.0을 국가가 표방한데 따라서 다양한 혁신이 시도되고

있는 바, 이는 크게 능동형 정보공개·참여, 및 양방형·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기조를 통하여 정부 자체가 곧 전자정부라는 패러다임

으로 요약된다. 이에 변화하는 ICT에 맞추어 기존 개인 사용자 컴

퓨터 이외에도 모바일 환경에 맞추어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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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60)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반응성의 차이는

결국 시민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는 바, 61) 이러한 모바일 환경의 전자정부 사용이 전자정부 서

비스 전체의 만족 및 재사용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4-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일수록 전자정

부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4-2: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일수록 전자정

부 재사용 의향이 있을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전자정부의 개선 및 이용활성화에 있

어 사용자들이 원하는 이용활성화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과

적으로 사용자들의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사용

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이용활성화 방안을 정보시스템성공모형

(ISSM)의 사용자 만족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구분기준인

[표 16]을 참조하여 이용활성화 방안의 각 방안을 정보시스템성공모

형(ISSM)의 바탕인 정보·서비스·시스템 품질로 구분하였다.

[표 17]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이용활성화 방안이

속하는 범주에 따라 이러한 이용활성화 방안이 만족수준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면, 만족수준 향상에 있어 사용자들이

원하는 이용활성화 방안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으며, 각 범주

60) 행정자치부(2013), “박근혜정부의 정부3.0에 대한 이해 – 정부3.0 추진 화

기본계획”, 『정책지식포럼』, 684회

61) 김준형(2012), “공공스마트폰 앱(app) 수준 측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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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수록 해당 범주들 간의 우선

순위 또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5-1: 전자정부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시스템 품질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2: 전자정부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정보 품질의 향상 필요

하다는 인식은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5-3: 전자정부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서비스 품질의 향상 필

요하다는 인식은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정보격차해소 관점에서의 요인

앞서 설정한 가설들을 통하여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확인 한 후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에 있어 세대 간 정보격차가

존재하는 지 확인을 위하 여는 이러한 세대 간 정보격차에 대한 정

보소외층을 구분하는데 기준이 되는 연령이 만족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므로 조절효과를 확인하기에 앞

서 연령이 모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연령이 만족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함과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에 따라 회귀분석에 있어 해석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전자정부 만족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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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연령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나이가 만족수준에 있

어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만

족수준에 있어 나이가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함을 뜻한다.

만족수준 중 만족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인 경우 다른 변수를

통제하면 나이가 오를수록 만족도가 오를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인

경우엔 만족도가 하락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재사용의사에 있어 긍

정적인 영향이라면 재사용의사가 있을 확률이 높으며 부정적인 영

향이라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재사용의사가 있을 확률이 낮을 것이

다.

정보시스템성공모형(ISSM)을 고안한 Delone & Mclean(1992)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연령은 정보시스템의 만족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웅(2010)또한 정보격차지수 실태조사

에서 격차를 야기하는 제일 큰 요인은 연령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문영환(2014)역시 연령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능력인 디지털 리

터러시(digital literacy)에 반비례 한다고 분석한다. 한편 이종순

(2004)과 김지연(2013)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은 정보시스템 만족 등

에 있어 추세적으로 선형(linear)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젊은 층

과 노령 층이 비교적 낮고 중년층이 높은 만족을 보여주는 일종의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형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영향 요인과 영향의 방향을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성공모형(ISSM)의 조절효

과 분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연령이 정보시스템성공모형(ISSM)의 사

용자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닐 경우 연령에 따른 조

절효과 분석이 의미가 없으므로 이러한 연령의 만족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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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6-1: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에 있어 연령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2: 전자정부서비스 재사용의도에 있어 연령이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정보화진흥원의 ‘세대 간 정보격차 실태조사(2013)’에서 발표한 본

연구에서 조사하기로 정한 세대 간 정보격차 문제에서 정보소외계

층인 노년층(60세∼74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결정하고 구매함에 있어 대게 자녀들이

구매하고 개통을 대리해주는 비중이 높고 해당 기기의 기능에 대한

인지율 이 낮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PC) 사용에 있어서도 개별(개

인용)PC 사용자 비중이 낮고 경로당 등에서 컴퓨터 사용에 다양한

에로사항이 존재하는 등 먼저 보급과 같은 인프라 환경이 다른 계

층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전자정부서비스등 PC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절

대 부족하지 않으며 '노인권익증진센터의 언론분야 노인권익위원회'

에 따르면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

다 의 경우 41%라는 수치로서 모든 연령층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62) 따라서 정보

소외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배려에 따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나이가 만족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면,

다음의 자료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자료는 종속변수인 전

자정부 이용만족도와 재사용(reuse)의향이다.

62)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정보격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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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2013　

사례수(명) N 계 (%) 7점척도 평균값

계 22436516 1148 100 5.391　

16 - 19세 2125648 110 100 5.293

20 - 29세 5535072 287 100 5.341

30 - 39세 6209822 322 100 5.444

40 - 49세 5348422 278 100 5.387

50 - 59세 2680861 139 100 5.459

60 - 74세 536691 28 100 4.88

표 22 전자정부서비스(2013) 이용만족도의 7점척도 평균값

조절변수 항목과 선행 연구에서 살펴 본 바 연령은 정보격차에

있어 주요 기준이 되며 연령을 기준으로 한 정보격차를 세대 간 정

보격차라 한다. 이러한 세대 간 정보격차의 연령 구분에 있어서 다

양한 견해가 존재하나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의 국가 통계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60세를 그 구분 기준으로 삼는다.

김지연(2013), 문영환(2014) 등의 연구에서 보통 60세를 전후로 하

여 디지털 해석능력(digital literacy)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표

22] 및 [표 23]에서도 해당 계층의 만족수준이 제일 낮은 것으로 분

석된다. [표 21]의 분석 틀에서 조절 변수를 제외한 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조절 변수를 분석할 틀과 영향 요인을 확정하였다면, 조절변

연령별
2013

사례수 (명) N 계 (%) 이용의향있음 (%)

계 22,436,516 1,148 100.0 98.2

16 - 19세 2,125,648 110 100.0 99.2

20 - 29세 5,535,072 287 100.0 97.5

30 - 39세 6,209,822 322 100.0 98.9

40 - 49세 5,348,422 278 100.0 98.0

50 - 59세 2,680,861 139 100.0 98.1

60 - 74세 536,691 28 100.0 92.4

표 23 전자정부서비스 재사용의향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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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에 있어 이를 강화시키거나 약

화시키는 변수 이므로(김병섭, 2008) 60세 이상이라는 연령을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 이를 강화시키거나

양화시키는 요인이라 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정부서비스의

각 품질과 만족수준의 직접 상관성을 가정한다.

즉, 세대 간 정보격차 연령이라는 변수는 조절변수로서 해당 집단

이 가지고 있는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라 만족수준에 미

치는 영향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만족수준에 나이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제시된다.

가설7-1: 연령(60-74세)은 이용비중과 만족수준 간의 관계를 약

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7-2: 연령(60-74세)은 이용 빈도와 만족수준 간의 관계를 약

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7-3: 연령(60-74세)은 보안수준과 만족수준 간의 관계를 강

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7-4: 연령(60-74세)은 모바일서비스사용여부와 만족수준간

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7-5: 연령(60-74세)은 만족수준에 있어 각 이용활성화방안

의 순서를 다르게 조절할 것이다.

나이가 만족수준(만족도 및 재사용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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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때, [표23]과 [표24]에 따른 이러한 만족수준이 제일 낮은

층은 60세에서 74세에 해당된다. 해당 계층의 만족수준에 대한 보완

을 위하여 전자정부 시스템을 설계한다면 전자정부 시스템에 존재

하는 다양한 영향요인에 있어 해당 계층에 있어 만족수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조절효과를 보인 요인들을 그 방향에 맞추어 설계

자원의 투입의 우선순위로 고려한다면 이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

를 보이는 해당 계층의 만족수준 개선에 보다 나은 효과를 미칠 것

이 분명하다. 상기 가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설 7-1]과 [가설7-2]는 이용 비중과 이용 빈도가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 세대 간 정보격차 집단이 부(-)의 조절 효과를 보

인다는 내용으로서 여기서 부(-)의 의미는 영향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 보다는 영향의 크기,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약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문영환(2014)에 따르면 정보격차 층에 있어 대부

분의 요인은 부정적이고 측정 또한 어렵다고 하였다.

여기서 부정적인 요인의 경우 [가설6-1] 및 [가설6-2]에서 문제제

기 되고 있는 바, 후자인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분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종순(2003)의 조사 및 분석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연

령을 구분하여 사기업의 인터넷 사이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바 다

양한 정보격차 층이 만족도 및 만족도 영향 요인에 있어서 일괄적

으로 낮은 만족도 및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보였다고 분석하였다.

김성태(2008)에 따르면 인터넷 미디어 이용에 따른 정보격차의 현

황과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조사에 있어 다양한 측정 지표의 개발

에 있어 정보격차 층은 그렇지 않은 층에 비해 지표 개발이 힘든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 하여야 한다면서 연령 별 회귀분석 중

세대 간 정보격차 연령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분석 요인도 적

을 뿐더러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또한 낮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보

시스템성공모형(ISSM)을 통한 ‘전자정부시스템’ 분석에서도 이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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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이용비중 및 이용 빈도 등의 요인은 연령(60∼74세)의 조

절효과로 인하여 그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가설7-3]과 [가설7-4]는 각각 보안수준판단과 모바일서비스사용

여부 등의 영향유인이 만족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세대 간 정

보격차 집단(60∼74세)이 정(+)의 조절효과를 미친다는 의미로서 이

는 영향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먼저 보안 수준에 대한 판단

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다 젊은 층에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

다는 인식이 있으나 최근 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전자정

부등의 공공기관 서비스에 대해서 최근 이에 대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인식에 대해 조사63)에 따르면 노년층의 인터넷 등 정보서비

스 사용에 있어 제일 우려가 큰 장벽 요소로서 ‘보안’을 꼽고 있다.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2014)의 장 노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3에 따르면 장 노년층(60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이 48.5%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5.8%p 증가하였으나 인터넷을 이용 안한다는 집단

에게 해당 사유를 조사한 결과로서 1위를 ‘개인 정보 등 보안에 대

한 걱정’ 으로 꼽았으며 이는 중년층(40∼50대)가 인터넷 미이용 사

유로서 1위를 ‘원하는 정보의 부재’로 꼽은 것과 차이가 있다.

한편 김승주(2007)에 의하면 전자정부서비스는 주민번호를 비롯하

여 다양한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다른 일반적 사이

트에 비하여 보다 높은 보안수준이 요구된다 하였는바, 노인들의 인

터넷 사용에 있어 보안에 보다 민감한 경향과 전자정부라는 특수성

이 더해져 세대 간 정보격차 집단이 보안에 있어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 하리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서비스이용여부 또한

스마트폰에 대한 정보격차인 스마트 디바이드(Smart Divide)에 대한

연구64)에 따르면 노년층의 스마트폰의 사용률은 장, 노년층(60세 이

63) 이기석,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 정부의 역할”, 『한국정보

문화진흥원』, 2003

64) 권보경(2012), “네트워크 외부성을 통한 모바일 정보격차 분석” 『서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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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다른 계층에 비교하여 제일 낮게 나오지만 이에 대한 만족

은 오히려 제일 높게 나온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사

용하는 층은 적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만족도가 높다는 분석인 바,

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용 경험이 주는 만족도가

비교적 장, 노년층에서 높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기존 WAP기반65)의 전자정부 서비스가 대부분 단계적으로 폐지

되고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페이지 서비스 또는 앱(APP) 기반의

서비스로 전환 되었으므로 모바일 서비스 사용 경험 이라 함은 곧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경험 으로 보아도 다를 바

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폰 사용에 대한 세대 간 정보격차

집단의 민감도가 오히려 높으므로 이를 이용한 모바일 전자정부서

비스 사용 또한 해당 집단의 민감도가 높으리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용활성화 방안의 각 범주가 만족수준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모형에 따라 이러한 범주 간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일반적으로 회귀분석에서의 베타값 또는 베타추정치)와

그 순서를 정할 수 있으며 조절변수인 연령으로 인하여 이러한 순

서가 조절 될 경우 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므로 [가설

7-5]를 설정하였다.

6) 종합

가설을 정리하여 종합하면 다음 내용과 같다.

교』

65) WAP;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의 약자로서 기존 비 스마트폰의 2G 및

3G환경에서 모바일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SKTelecom의 Nate등

이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관련변수 번호 가설의 내용

이용 비중 H1-1
이용 비중이 높을수록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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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2
이용 비중이 높을수록 전자정부 재사용 의향이 있을 것이

다.

H2-1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가 높을 것이

다.
이용 빈도

H2-2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전자정부서비스 재사용의향이 있을

것이다.

보안 수준

H3-1
인식하고 있는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이 높을수록 전자

정부서비스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H3-2
인식하고 있는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이 높을수록 전자

정부서비스 재사용의향이 있을 것이다.

모바일

사용여부

H4-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일수록 전자정부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H4-2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일수록 전자정부

재사용 의향이 있을 것이다.

요인별

영향여부

H5-1

전자정부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시스템 품질의 향상이 필요

하다는 인식은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2

전자정부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정보 품질의 향상이 필요하

다는 인식은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5-3

전자정부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서비스 품질의 향상이 필요

하다는 인식은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격차

H6-1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에 있어 연령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2
전자정부서비스 재사용의도에 있어 연령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1
연령(60-74세)은 이용비중과 만족수준 간의 관계를 약화하

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H7-2
연령(60-74세)은 이용 빈도와 만족수준 간의 관계를 약화하

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H7-3
연령(60-74세)은 보안수준과 만족수준 간의 관계를 강화하

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H7-4
연령(60-74세)은 모바일서비스사용여부와 만족수준간의 관

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H7-5 연령(60-74세)은 만족수준에 있어 각 이용활성화방안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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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를 이용 한 연구로서

먼저 해당 자료를 통한 분석이 주 내용이 된다. 자료의 수집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자치부66)가 국가승인통계

로서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를 2012년부터 기존 조사와 별개

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이를 공표할 것임을 발표하여 이에 대한 결

과보고서를 구하였다.

그러나 첫 이용실태조사인 2012년 이용실태조사의 경우 요약보고

서를 제외한 세부 보고서는 행정자치부 및 정보화진흥원에 게제 되

지 않았기에 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행정자치부소속 전자정부정책과를 통하여 정보공개청구 시 개인정

보가 기재되어 있어 공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통보받고 이를

기다리던 중, 해당 통계가 정식 국가승인통계가 되어 일부 개인정보

에 대한 자료를 제외한 데이터가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등재되게

되었음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해당 이용실태조사 책임자로부터 통

보받고 통계청 산하의 국가통계포털67) 등재를 기다렸다.

마지막으로 해당 통계가 KOSIS국내통계의 ‘교통-정보통신 > 정

보통신 >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에 등재되어 비로소 각종

원 데이터 및 KOSIS 자체의 통계프로그램을 통한 회귀분석을 제외

66) 발표당시엔 안전행정부였으나 차후 행정자치부로 개편하였다. 2014.11.9

67) 국가통계포털 OPEN API KOSIS, www.kosis.kr

서를 다르게 조절할 것이다.

표 20 가설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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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계조사가 가능해졌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2012년 조사에 이어 2013년 조사가 세부 문항

을 확대하여 진행 되었기에 비교적 최근의 데이터인 2013년 조사를

기준으로 하여 기초 연구가 진행 되었고 차후 회귀분석이 필요함을

파악한 후 ‘연구의 절차’에서 밝힌 바와 같이 먼저 관련 담당자를 통

하여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거절된 후 정보공

개청구(접수번호 : 2798602 – 창의인재201443-1) 요청을 통하여 부

분공개 결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설문조사를 넘겨받게 되었

으며 비로소 해당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전 영역의 회귀분석이 가

능해졌다.68)

2. 분석 방법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이분 형(binary) 및 순서 형(ordinal) 반응

변수 등의 범주 형(nominal variable)변수로서 나타내는 분석모형이

다. 만족 수준에 있어 재사용의사 라는 것은 그 관계가 연속적인 분

포를 이루는 것이 아닌 '재사용 의사가 있다(YES)' 와 '재사용 의

사가 없다(NO)'라는 이항 반응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으로 '0' 과

'1'을 종속변수로 놓는 것이 아닌 성공(재사용)할 확률인 P를 상정

하는 것으로 이분형(binominal)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이것의 승산비

(odds ratio)인 P/(1-P)를 로그를 통하여 종속변수로서 사용한다. 종

속변수인 P는 직접적인 독립변수가 아니므로 최대우도비분석

(Maximum Likelihood)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이 된다.

[표18] 등에서 보았듯이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데이터는 독립변수

68) 정보공개 정부 포탈인 www.open.go.kr 에서 일정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개가 거부되는 경우엔 수수료가 환불되거나

납부가 면제된다. 신청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일일이 원 담당자를 찾을 필요 없

이 창구를 단일화 하여 진행을 파악하기가 수월하며 사이트에 따르면 기간은

일반적으로 10∼20일 정도 걸리고 있다. 공개되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파일등)

의 경우 수수료는 면제된ㄷ.k



- 72 -

가 연속 형과 다분 형 등으로 섞여(mixed) 있고, 종속변수가 선형

및 이분 형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여야 가설이 유의미 한지를 확인 가능하다.

기초적인 통계와 단순한 분석은 국가통계포털 KOSIS가 제공하는

메타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설문조사에 따른 회귀분석은

SPSS 22.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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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과 및 해석

제1절 기초통계분석

1. 종속변수

1)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만족도

본 연구에 사용된 전자정부서비스이용만족도(2013)의 경우 KOSIS

통계에는 다단계층화추출에 따른 조사를 전인구의 숫자로 환원하여

발표하였지만, 본 연구는 실제 조사된 설문조사수(N:2000)를 기준으

로 다루도록 하겠다. 실제로 총 조사된 설문조사는 2074개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74개의 설문을 제외한 2000개의

설문을 기초로 하여 조사되었으며 이 중, 본 연구에 사용 되는 ‘전

자정부 이용만족 수준’ 에 대한 조사는 2000명 중 전자정부 서비스

를 실제로 사용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1148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본 통계에서 발표한 복원된 인구수 22,436,516명에 대한 수치

이다.69)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83.7%가 전자정부서비스의 서비스 수준

에 대해 ‘만족’(약간 만족 29.1% + 만족 45.6% + 매우 만족 9.0%)하

는 반면 ‘보통’ 11.4%, ‘불만족’ 4.9%로 7점 척도 평균값은 5.4점으로

만족도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60∼74세(71.8%)를 제외

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만족’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

다.

69) KOSIS통계(국가통계포털 kosis.kr)에서는 대한민국 인구수로 복원된 수치만 발

표하고 있으나 원 설문조사 수(N:2000)를 알고 있다면 쉽게 환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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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정부서비스 재사용의향

만 16세∼74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98.2%는 향후에도 전자

정부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 독립 변수

1) 이용 비중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전자 우편’을 통한 행정서비스 이용자

(22,436천명)의 경우 인터넷/전자 우편 이용 비중이 90%이상인 이용

자가 전체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를 초과하는 행정서비스

연령별

2013

사례
수
(명)

계
(%)

매우
만족
(%)

만족
(%)

약간
만족
(%)

보통
(%)

약간
불만
족
(%)

불만
족
(%)

매우
불만
족
(%)

계 1,148 100.0 9.0 45.6 29.1 11.4 2.5 1.9 0.5

16 - 19세 189 100.0 8.5 42.9 30.9 11.4 2.5 2.4 1.4

20 - 29세 493 100.0 4.1 49.9 29.6 11.2 3.4 1.5 0.3

30 - 39세 553 100.0 10.1 46.5 29.5 9.4 2.2 1.5 0.7

40 - 49세 476 100.0 9.4 45.3 28.3 11.9 2.8 1.8 0.5

50 - 59세 238 100.0 12.9 42.0 28.4 13.3 1.4 2.1 0.0

60 - 74세 47 100.0 24.9 23.1 23.8 20.3 1.5 6.3 0.0

표 25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만족도

연령별
2013

N 계 (%) 이용의향 있음 (%) 이용의향 없음 (%)

계 1,148 100.0 98.2 1.8

16 - 19세 110 100.0 99.2 0.8

20 - 29세 287 100.0 97.5 2.5

30 - 39세 322 100.0 98.9 1.1

40 - 49세 278 100.0 98.0 2.0

50 - 59세 139 100.0 98.1 1.9

60 - 74세 28 100.0 92.4 7.6

표 26 전자정부서비스 재사용(reuse)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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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6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0∼74세의 경우 ‘인터

넷/전자 우편’을 이용했더라도 이용비중은 10%미만인 경우가 33%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용 빈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빈도는 1개월에 한번(26.8%)과 3개

월에 한번(24.4%)이 가장 많았다. 이외, 1주일에 한번(13.4), 6개월에

한번(20.5%), 1년에 한번(14.8%) 등으로 1개월에 한번 이상(1개월에

한번 + 1주일에 한번) 이용하는 사용자의 비율은 4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2013

사례
수
(명)

계
(%)

90%
이상
(%)

70%
～90
%
(%)

50%
～70
%
(%)

30%
～50
%
(%)

10%
～30
%
(%)

10%
미만
(%)

계 1148 100.0 29.5 17.0 19.3 16.0 11.1 7.0

16 - 19세 110 100.0 63.6 12.9 9.5 6.9 4.7 2.4

20 - 29세 287 100.0 41.8 19.7 18.4 11.8 4.9 3.4

30 - 39세 322 100.0 24.2 19.4 22.9 15.8 10.5 7.2

40 - 49세 278 100.0 19.6 15.2 20.1 20.8 16.6 7.8

50 - 59세 139 100.0 12.4 15.7 17.9 24.3 18.6 11.1

60 - 74세 28 100.0 13.5 3.5 27.0 9.0 14.0 33.0

표 27 행정서비스 중 전자정부서비스 사용 비율

연령별

2013

사례수
(명)

계 (%)

1주일
에 한
번

정도
(%)

1개월
에 한
번
정도
(%)

3개월
에 한
번
정도
(%)

6개월
에 한
번
정도
(%)

1년에
한 번
정도
(%)

계 1148 100 13.4 26.8 24.4 20.5 14.8

16 - 19세 110 100 29.1 28.8 20 15.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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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수준에 대한 인식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72.9%가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에 대

해서 ‘높다’(약간 높다 35.0% + 높다 32.3% + 매우 높다 5.6%)고 평

가한 반면 ‘보통’ 20.6%, ‘낮다’ 6.5%로 7점 척도 평균값은 5.06점으

로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이 ‘높다’

는 평가는 연령별로 60∼74세(64.0%)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높다’는 평가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4)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 중 모바일 서비스 이용 여부

만 16세∼74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52.9%는 최근 1년 동안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이동전화, 태블릿PC, PDA 등의 모바일기기

를 이용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 29세 287 100 13.9 30.4 20.5 19.3 15.9

30 - 39세 322 100 12.1 25.9 28.9 18.8 14.4

40 - 49세 278 100 9.8 25.5 24.3 24.6 15.9

50 - 59세 139 100 10.8 25.3 24.9 20.8 18.3

60 - 74세 28 100 10 15 30.5 32 12.6

표 28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빈도

연령별

2013

N 계
(%)

매우
높다
(%)

높다
(%)

약간
높다
(%)

보통
(%)

약간
낮다
(%)

낮다
(%)

매우
낮다
(%)

계 1,148 100.0 5.6 32.3 35.0 20.6 3.5 2.0 1.0

16 - 19세 110 100.0 7.6 32.3 34.3 21.9 1.3 1.1 1.4

20 - 29세 287 100.0 3.8 28.0 39.2 21.4 4.0 2.7 0.9

30 - 39세 322 100.0 4.6 33.5 32.9 21.6 3.4 2.3 1.6

40 - 49세 278 100.0 4.3 34.3 36.2 19.1 4.0 1.3 0.8

50 - 59세 139 100.0 11.2 34.2 32.7 17.1 3.1 1.7 0.0

60 - 74세 28 100.0 10.6 32.5 20.9 25.9 7.4 2.8 0.0

표 29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자들의 전자정부 보안수준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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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16∼19세(66.7%)와 20대(62.4%)의 모바일 전자정부서비

스 이용률은 60% 이상이며, 30대도 56.2%로 높게 나타났으나, 60∼

74세의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20.5%로 10대의 1/3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 방안

연령별
2013

N 이용률 (%)

계 1,148 52.9

16 - 19세 110 66.7

20 - 29세 287 62.4

30 - 39세 322 56.2

40 - 49세 278 43.2

50 - 59세 139 40.3

60 - 74세 28 20.5

표 30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 중 모바일 서비스 이용률(%)

연령별

2013, 단위 : %

사례
수
(명)

계

사용
자

맞춤
형

컨텐
츠

제공

온라
인서
비스
사용
에
따른
혜택
제공

주요
민원
업무
에
대한
원스
톱
서비
스
제공

온라
인서
비스
이용
매체
의

다양
화

본인
확인
/인
증절
차

간소
화

또는
대체
수단
제공

최신
의
신뢰
성
있는
정보
제공

개인
정보
보호
등

보안
강화

유사
한

서비
스를
제공
하고
있는
웹사
이트
통합
필요

전자
정부
서비
스에
대한
광고
및
홍보
강화

서비
스

이용
안내
및

도움
말

서비
스

강화

계 1148 100.0 18.9 11.0 14.9 11.6 11.8 8.2 14.8 1.8 4.0 2.7

16 - 19세 110 100.0 18.9 11.0 10.5 18.8 9.2 9.9 15.4 2.5 3.0 0.8

20 - 29세 287 100.0 19.1 11.9 14.1 16.3 10.4 8.6 12.6 2.1 4.6 0.4

30 - 39세 322 100.0 17.5 11.3 17.3 13.2 11.8 7.6 16.1 1.9 2.8 0.4

40 - 49세 278 100.0 17.2 12.8 15.8 8.4 13.7 7.6 16.7 1.9 2.8 3.0

50 - 59세 139 100.0 23.2 9.7 15.0 8.2 13.1 7.1 14.4 2.0 4.9 2.4

60 - 74세 28 100.0 17.8 8.7 14.2 7.3 11.2 9.3 13.7 0.4 5.8 9.9

표 31 사용자가 생각하는 향후 전자정부 이용활성화 방안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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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주요 민원업

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본인확인/인증절차 간소화 또는 대

체수단 제공, 사용자 맞춤형 컨텐츠 제공, 온라인서비스 이용매체

다양화, 온라인 서비스 사용에 따른 혜택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작적 정의를 통한 [표33]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3. 조절변수

서두에서 밝혔듯이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강하면서도 불확정적인 효과(contingent effect)를

미치는 변수이다.(조권중 외, 2003) 조절변수로서 설정한 사용자의

나이는 다음과 같다. 2010 인구센서스 조사를 바탕으로 다단계층화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2000개의 표본 중 56.9%인 1148명이 전자정

부 서비스를 사용해 보았다고 답하였고 이중 30-39세는 83.6%의 높

은 이용률을 보인 반면, 50-59세는 38.1%, 60-74는 9%의 낮은 이용

률을 보였으며 전체 표본 중 60-74세 응답자는 311명 이었으나 이

중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는 28명으로 나타났

다.

빈도
이용활성화방안 (품질)

전체정보 시스템 서비스

나이

1 38 22 55 115
2 80 41 153 274
3 85 54 178 317
4 84 42 147 273
5 48 19 75 142
6 7 4 16 27

전체 342 182 624 1148

표 32 조작적 정의 후의 전자정부 이용활성화 방안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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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통계요약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로서 나이는 6점 척도로 조사 된 바, 평균은 3.61 표준편

차는 1.595로 나타났으며 통제 변수 중, 정보품질에 해당되는 이용

빈도는 평균 2.91 표준편차 1.262로 나타났으며 시스템 품질에 해당

되는 보안수준은 보통 이상인 평균 5.02 및 표준편차 1.159로 나타

났다. 서비스품질의 요인인 이용비중 및 모바일 사용여부의 경우 이

구분
평균

(M)

표준편차

(SD)

최솟값

(Min.)

최댓값

(Max.)
분산

조절

변수
나이 3.61 1.595 1 6 2.544

독립

변수

정보품질 이용빈도 2.91 1.262 1 5 1.592

시스템품질 보안수준 5.02 1.159 1 7 1.343

서비스품질

이용비중 2.82 1.585 1 6 2.513

모바일

사용여부
1.48 .500 1 2 .250

종속

변수
만족수준

만족도 5.31 1.156 1 7 1.137

재사용

의향
1.02 .140 1 2 .020

표 34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연령별
2013

사례수 (명) 계 (%)

계 1148 100.0

16 - 19세 110 100.0

20 - 29세 287 100.0

30 - 39세 322 100.0

40 - 49세 278 100.0

50 - 59세 139 100.0

60 - 74세 28 100.0

표 3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연령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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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비중은 평균 2.82 및 표준편차 1.585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사용여

부의 경우 오즈비로 계산하는 경우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속변

수의 경우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만족수준을 측정하는 기준 중

만족도는 보통 이상인 평균 5.31 표준편차 1.156으로 나타났으며 재

사용의향은 평균 1.02로서 재사용 의향이 있음이 1, 없음이 2임을

감안하면 재사용 의향이 무척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순 기술통

계로는 시사점 도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

여 영향요인이 미치는 정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2절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1. 주요 변수와 만족수준과의 관계

1) 연령

분석결과 나이의 만족도에 대한 카이제곱 값은 34.693 이며 근사

유의확률은 0.254이다. Fisher의 정확검정 값은 0.000이며 정확유의

확률(p-value)는 0.000로 나타났다. 나이의 재사용의사에 대한 카이

제곱 값은 1.938 이며 근사 유의확률은 0.858이다. Fisher의 정확검

정 값은 2.422 이며 정확유의확률은 0.758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만

족도에 있어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2) 이용비중과 만족수준과의 관계

전자정부 이용비중의 만족도에 대한 카이제곱 값은 55.645 로서

근사 유의확률은 0.003이다. Fisher의 정확검정 값은 0.000 으로 정

확유의확률은 0.000 이다. 전자정부 이용비중의 재사용의사에 대한

카이제곱 값은 2.319 이며 근사 유의확률은 0.803이다. Fisher의 정

확검정 값은 2.493 이며 정확 유의확률은 0.780 이다. 이용비중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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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에 있어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3) 이용 빈도와 만족수준과의 관계

전자정부 이용 빈도의 만족도에 대한 카이제곱 값은 46.224 이며

근사 유의확률은 0.004이다. Fisher의 정확검정 값은 0.000 이며 정

확유의확률은 0.000 이다. 전자정부 이용 빈도의 재사용의사에 대한

카이제곱 값은 9.191이며 근사 유의확률은 0.056이다. Fisher의 정확

검정 값은 9.190이며 정확 유의확률은 0.043이다. 이용 빈도의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만족도 및 재사용 의사에 있어 유의함을 알 수

있다.

4) 보안수준과 만족수준과의 관계

보안수준의 만족도에 대한 카이제곱 값은 2021.637 이며 근사 유

의확률은 0.000이다. Fisher의 정확검정 값은 0.000 이며 정확유의확

률은 0.000이다. 보안수준의 재사용의사에 대한 카이제곱 값은

19.345 이며 근사 유의확률은 0.004이다. Fisher의 정확검정 값은

12.698 이며 정확유의확률은 0.028이다. 보안수준이 95% 신뢰수준에

서 만족도와 재사용의사 모두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5) 모바일 이용여부와 만족수준과의 관계

모바일 이용여부에 대한 만족도의 카이제곱 값은 7.867 이며 근사

유의확률은 0.248이다. Fisher의 정확검정 값은 7.729 이며 정확유의

확률은 0.256이다. 모바일 이용여부에 대한 재사용의사의 카이제곱

값은 11.382 이며 근사 유의확률은 0.001이다. Fisher의 정확검정 값

은 0.000이며 정확유의확률은 0.001 이다. 모바일 이용여부의 경우

재사용 의사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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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활성화 방안과 만족수준과의 관계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만족도의 카이제곱 값은 11.964 이며 근

사유의확률은 0.449이다. Fisher의 정확검정 값은 1.591이며 정확 유

의확률은 0.207 이다.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재사용의사의 카이제

곱 값은 1.376 이며 근사유의확률은 0.503이다. Fisher의 정확검정

값은 1.068 이며 근사유의확률은 0.569이다. 이용활성화 방안의 경우

만족수준에 있어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만족도와 재사용의사에 대한 영향요인으

로서 정보시스템성공모형(ISSM)에 의거하여 다양한 요인을 통하여

회귀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변수의 정규성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는 바로 다중공선성의 문제이

다. 다중공선성이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

다.70)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한 상관계수

의 기준은 0.8이다.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날 경

우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로 인하여 다중공선성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설명변수인 나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비중, 이

용 빈도, 보안수준, 모바일서비스 이용여부, 이용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표 35]와 같이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이용활성화 방안과 나이와의 관계가

0.91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다. 이용활성

화 방안 변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회귀분석 시 나오는 다양한 값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

70) 김계수(2011), “서비스 품질요인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품질경영』,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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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관관계

나이 비중 빈도 보안 모바일 이용활성화

나이
Pearson 상관 1
유의확률

(양측)

비중
Pearson 상관 .332** 1
유의확률

(양측)
.000

빈도
Pearson 상관 .133** .340** 1
유의확률

(양측)
.000 .000

보안
Pearson 상관 .045 -.022 .051 1
유의확률

(양측)
.128 .448 .084

모바

일

Pearson 상관 .182** .168** .319** .083** 1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5

이용

활성

화

Pearson 상관 .003 -.038 -.009 -.024 .016 1
유의확률

(양측)
.913 .204 .762 .426 .587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35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제3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8개의 변수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에 앞서 종속 변수에 대하여 각각의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확인해보고자 하는 조절 변수가 나이라

는 단일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 설계상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1단계에서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바를 통제 변수들 간의 관계 안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먼저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조절효

과를 검증하는 2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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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이 사용자 만족도와 재사용의도에 미치

는 영향

만족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만족도를

순서가 있는 범주로서 정의하고 분석하는 순서 형(ordinal)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종속변수인 재사용의사의 경우 이분형 범주이기에 이분

(binominal)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전자정부의 품질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

틱 분석의 모형에 있어 Cox Snell의 R제곱 값은 0.517, Nagelkerke

의 R제곱 값은 0.548 로 나왔다. 본 모형에서 모형적합정보의 카이

제곱은 828.674 및 유의확률은 0.000으로서 적합한 모형으로 분석된

다. 전자정부 품질이 재사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분형 로지

스틱 분석의 모형에 있어 Cox Snell의 R제곱 값은 0.021,

Nagelkerke의 R제곱 값은 0.0115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이분형

(binominal)로지스틱 분석에 있어 모형의 적합도는 Hosmer &

Lemeshow's Goodness-of-Fit test 에 따른 Hosmer & Lemeshow

의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거나 모형적합도의 카이제곱에 대한 유의

확률이 0.05보다 낮아야 한다.71) 본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의

Hosmer & Lemeshow 유의확률(p-value)은 0.799이며 카이제곱이

23.876이며 유의확률은 0.001로서 각각의 기준치를 만족 하므로 본

71) 남궁근(2010),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모형 요약
모형구분 만족도 재사용의사

단계

-2 로그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

e R-제곱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

e R-제곱

Hosmer &

Lemeshow

1 2341.503 .514 .545 .021 .115 .341

표 36 전자정부품질이 만족도와 재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모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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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며 민감도의 경우 98%로 나타났다.

먼저 만족도에 대한 분석은 종속변수인 만족도를 순서(ordinal)형

범주로 정의 하였기에 ‘임계값’이라는 기준이 정해진다. 이는 B추정

값에 따른 회귀식의 결과 수치가 임계값의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

를 의미하는 수치이다.

전자정부시스템의 각 품질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먼저 이용비중은 Beta값이 -0.129 으로서 95%의 신뢰수준

에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이용비중이 큰 사람이 오히려

1단계 분석

종속변수 만족도 재사용(reuse)의사

분류 순서형(ordinal) 로지스틱 이분형(binominal) 로지스틱

B 추정값 유의확률 B추정값 유의확률
만족

도

해당

구간

(임계

값)

1-2 .942 .110

상수항 : 1.751

2-3 3.629 .000

3-4 4.679 .000

4-5 6.639 .000

5-6 8.934 .000

6-7 12.428 .000

이용비중 -.134 .001

이용빈도 -.079 .122 -.410 .044

보안수준 1.874 .000 .447 .008

나이 .091 .058 -.099 .858

모바

일서

비스

사용

어부

사용=1 .261 .037 1.506 .010

비사용=2 0a . 0 .

이용

활성

화방

안

정보품질 .099 .457 .300 .546

시스템품질 .257 .120 .663 .389

서비스품질 0a . 0 .

연결함수: 로짓 / 기준범주 : 마지막 / 기준 유의확률 = 95%

표 37 전자정부 시스템 품질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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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낮을 수 있음으로 판단된다. 즉 이용비중은 만족도에 음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둘째로 보안수준판단은 Beta값이 1.874로서 95% 신뢰수준에서 유

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보안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일

수록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로서 판단된다. 즉 보안수준

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셋째로 모바일 이용여부는 Beta값이 0.261으로서 95% 신뢰수준에

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일수록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모바

일 서비스 이용 여부는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이용활성화 방안에 있어 B추정값을 보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활성화 방안의 크기는 시스템품질 > 정보품질 > 서비

스품질 이라는 결과가 도출 가능하나 이용활성화 방안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있

어 나이의 경우 95%에 약간 못 미치지만 상당히 높은 유의 확률

(0.058)을 보여줌으로서 사회과학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는 어느 정

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

[가설6-1]에 있어 선행연구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령이 올라가면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연령은 만족도에 있

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B추정 값은

0.91로서 임계값을 바탕으로 하는 만족도에 있어 나이는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 요

인이지만 가설과 반대의 방향이다. 즉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경우

나이가 증가하면 만족도 또한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 일 수

있다. 먼저 나이가 많은 계층일수록 전자정부 사용자는 적지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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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둘째, 젊은 층이 장, 노년층에 비해

전자정부가 주는 편리함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이에 따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마지막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향성이 존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 연구에서 밝혀볼 만

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영향을 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에 있어 그

미치는 영향의 순서는 보안수준 > 모바일서비스사용여부 > 이용비

중 > 나이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의 각 품질이 재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재사용 의향이 있음 및 없음의 종속변수를 분석하는 이분형

(binominal)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에 있어 기존 설문의 경우 이용의향이 있음을 ‘1’, 없음을

‘2’로 하였으나 이분형(binomial)로지스틱 분석의 오즈비(odds ratio)

직관성을 위하여 있음을 ‘1’, 없음을‘0’의 값으로 수정하여 분석하였

다.

먼저 이용 빈도는 Beta값이 -0.410 으로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이용 빈도가 큰 사람이 오히려 재

사용의사가 없을 수 있음으로 판단되며 이용 빈도는 재사용의사의

선별에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둘째로 보안수준은 Beta값이 0.447로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

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보안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재사용 의사가 있을 확률이 있을 수 수 있음으로 판단되며 보안수

준은 재사용의사의 선별에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셋째로 모바일 이용여부는 미 이용 시 Beta값이 -1.506으로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모바일 서비스

또한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일수록 재사용 의사가 있을 확률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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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있음으로 판단되며 모바일 사용여부는 재사용의사의 선별에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이용활성화 방안에

있어 기준 값이 되는 '정보품질'에 비하여 '서비스품질'은 오즈비추

정치(Exp-B)가 1.340배이고, '정보품질에 비하여 '시스템품질'은

2.039배라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재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시스템품질 > 서비스품질 > 정보품질 이라는 결과가 도출 가능하

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다. 재사용의사에 있어

나이는 긍정적으로도 또 부정적으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크기를 비교하면 모바일이용여부 > 보안수준

> 이용 빈도순으로 나타났다.

2. 1단계 가설의 검증

상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1단계 수준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관련변

수
번호 가설의 내용 가설 검정

이용

비중

H1-1
이용 비중이 높을수록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

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반대의결과)

H1-2
이용 비중이 높을수록 전자정부 재사용 의향

이 있을 것이다.
기각

H2-1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전자정부서비스 만족

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이용

빈도
H2-2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전자정부서비스 재사

용의향이 있을 것이다.

기각

(반대의결과)

보안

수준
H3-1

인식하고 있는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이

높을수록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가 높을 것

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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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사용여부와 보안수준의 경우 만족도 및 재사용의사 모두

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보안수준은 양쪽 모두

관련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용비중은 만족도에서, 이용 빈도는

재사용의사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활성화 방안의

요인별 영향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확률을 보여 주었다.

영향을 미치는 수치에 따른 영향 순서는 만족도의 경우 시스템품

질 > 서비스품질 > 정보품질 로 나타났으며 재사용 의사의 경우

시스템품질 > 정보품질 > 서비스품질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이

가 미치는 영향의 경우 만족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재

사용의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3-2

인식하고 있는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이

높을수록 전자정부서비스 재사용의향이 있을

것이다.

채택

모바일

사용여

부

H4-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일

수록 전자정부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H4-2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일

수록 전자정부 재사용 의향이 있을 것이다.
채택

요인별

영향여

부

H5-1

전자정부 시스템 품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5-2

전자정부 정보 품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5-3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정보격

차

H6-1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에 있어 연령이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긍정적 영향)

H6-2
전자정부서비스 재사용의도에 있어 연령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표 38 1단계 가설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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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계층 간 정보소외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조절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조절회귀분석은 독립변수에 의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에 비해 독립변수에 추가적으로 조절변수를 곱한

변수를 더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했는지

의 여부에 의해 조절효과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1단계로 독립변수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2단

계로 조절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마지막 3단계로서

추가적으로 1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와 조절변수의 상

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선 먼저 2단계와 3단계의 설명력의 차이를 비

교하여 설명력이 더해지는 경우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도

출된다. 한편 만일 3단계에서 조절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시

1단계와 2단계를 비교하여 이에 대하여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엔 조

절효과는 존재하지 않으나 조절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72)

정보시스템성공모형(ISSM)에 따라 요인을 분류하여 각각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별 요인을

분석한 [표38]에 따르면, 만족수준 중,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

형을 만족도모형, 재사용(reuse)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재사용

의사모형 이라 할 때, 재사용의사모형의 경우 나이는 재사용의도에

있어 설명변수로서의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p-value : 0.585)가 나왔

다. 한편, 만족도모형의 경우 나이가 95% 신뢰수준에서 사회과학에

유의미한 수준인 결과(p-value: 0.058)가 나왔으므로 만족도모형을

토대로 범주화된 각 연령에 따른 각각의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

72) 유근영(2012), 『SPSS응용 선형로짓분석을 중심으로한 범주형 자료분석』,

한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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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기본적으로 같은 설문조사를 한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 간

구분이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일반화 작업 및 검정은 불필요하다.73)

조절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서 연령을

정보격차에 따른 연령 간 정보소외층의 구분 기준인 60세를 기준으

로 16∼59세와 60∼74를 구분하여 조절변수로 하였으며 단계별 분

석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73) 이순목, 김한조(2011), 『구조방정식 모형의 일반화 또는 집단 차 연구를 위

한 다집단 분석의 관행과 문제점』, 사회과학

Baron&Kenny의 단계별 조절효과 분석

stage1 stage2 stage3

B 추정값 유의확률 B 추정값 유의확률 B 추정값 유의확률

이용비중 -.108 .006 -.173 .005 -.175 .005

이용빈도 -.072 .161 -.071 .163 -.071 .166

보안수준 1.863 .000 2.159 .000 2.153 .000

모바일서비스사용

여부 (사용)
.255 .038 .258 .037 .238 .057

모바일서비스사용

여부 (미사용)
0 . 0 . 0a .

이용활성

화방안

정보품질 .073 .585 .074 .576 .074 .578

서비스품질 .247 .135 .247 .135 .246 .138

시스템품질 0 . 0 . 0a .

조절변수

연령

16∼59세 : 0

60∼74세 : 1

.101 .092 -.185 .097

상호

작용항

이용비중 * 연령 .231 .562

보안수준 * 연령 .715 .075

모바일서비스사용

여부 * 연령
1.864 .054

모바일서비스사용

여부 * 연령
0a .

Cox & Snell : .503 → .510 → .515, Nagerlkerke : .534 → .540 → .545

유의수준 : 95%

표 39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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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절효과를 보기위하여 상호작용에 투입되는 모든 변수는 다

중공선성 문제가 제기 되는 바, 분석에 사용되는 독립변수를 조절효

과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해결기법인 중심화(centering)를

통하여 변수를 조작한 후 상관관계를 통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상기의 회귀분석을 포함 한 단계별

조절효과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39]와 같다.

4. 분석의 결과

조절효과 분석을 위하여 Baron & Kenny 의 3단계 분석74)을 실

시한 결과 [표 39]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결과를 바탕으로 조절효

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비중의 경우 조절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안수준은 연령 간 정보격차기준에 따른 정보소외 집단에

있어 95%유의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 : 0.075) 이는 연령 간 정보격

차 기준에 따른 정보소외 집단이 보안수준에 있어 조절효과를 발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방향은 영향을 강화하는 방향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모바일 서비스 사용 여부는 연경 간 정보격차 기준에 따른

정보소외 집단에 대해 95%유의수준에는 약간 부족하지만 상당한 조

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 : 0.054) 연령 간 정

보격차 기준에 따른 정보소외 집단이 모바일 서비스 사용여부에 있

어 조절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방향은 영향을 강

화하는 방향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에 대한 설명력을 Nagerlkerke의 R제곱 값으로

분석해보면 Model3 > Model2 > Model1의 순으로 나타나므로 조절

74) Baron, Kenny(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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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조절효과 분석에 있어 조절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

들의 상호작용(interaction)항과 모형에 대한 설명력의 증감 등을 통

하여 조절효과를 알아 본 결과 보안 수준 과 모바일 서비스 사용

여부 등이 나타났다. [표37] 및 [표 39]에서 알 수 있듯이 만족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용비중, 보안수준, 모바일서비스 사

용 여부의 경우, 이용비중은 만족도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보안

수준과 모바일서비스는 만족도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

다. 즉 이는 이용비중이 클수록 오히려 만족도는 작아지게 되며 보

안수준이 높다고 판단할수록,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할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 된다.

상기의 분석에 조절효과 분석이 더해지면 이용비중, 보안수준, 모

바일 서비스 사용 여부 모두 영향을 강화하는 정(+)의 효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보안수준평가와 모바일서비

스 사용여부의 경우 60대 이후의 세대 간 정보격차 계층에서 만족

도에 있어 정(+)의 조절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2]에서 본 바와 같이 순서 형 로지스틱에 따른 임계값에 있

어 보안 수준에 대한 판단의 조절효과를 보면 60세 이상의 연령 기

그림 3 조절효과 – 보안 수준에 대

한 판단

그림 2 조절효과 – 모바일서비스

이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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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정보격차 집단에 있어 보안 수준에 대한 판단은 정(+)의 조절효

과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의 경우 시각화를 위하

여 모바일 서비스 사용 여부를 선형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조절

효과 그래프를 [그림 2]와 같이 임계값에 대하여 시각화 한 결과 또

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즉, 60세 이상의 연령과 보안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상당히 높은

수치(B추정값 : 1.864)가 나왔으며 이는 보안 수준의 경우 60대 이

상에서 높은 조절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5. 2단계 가설의 검증

상기 분석을 통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

로서는 이용비중, 보안수준, 모바일서비스사요여부, 연령 등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크기는 보안수준 > 모바일서비스

사용여부 > 이용비중 순으로 나타났다. 재사용의사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선 이용 빈도, 보안수준, 모바일서비스사용여부 등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크기는 모바일서비스사용여부 >

보안수준 > 이용 빈도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재사용의사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정보격차층에 대한 연령을 통하여 영향요인별로 조절효

과를 분석 한 결과 ‘보안수준에 대한 판단’ 과 ‘모바일 서비스 사용

여부’ 에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족도에 있

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하여 세대 간 정보격차층에 해당되는 60세

∼74세의 집단의 만족도에 있어 보안수준에 대한 판단과 모바일 서

비스 사용여부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조절효과란 선행변수와 후행변수의 관계가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의미한다. 상호작용 효과라고도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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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절효과 분석 결과에 따라 60세∼74세의 집단은 각각 '보안수준

에 대한 판단'과 '모바일 서비스 사용여부' 에 있어 영향을 강화하

는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연령 집단이

보안수준에 대한 판단과 모바일 서비스 사용여부에 따라 만족도의

높고 낮음에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은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델의 설계에 있어 조절변수인 연령 구분을 0과 1의 값으로 더

미(dummy)화 한 결과 만족 수준의 임계값이 미치는 영향은 보안수

준의 경우 60세 이상이면 Beta값이 0.715, 모바일 서비스사용여부의

경우 1.864이므로 59세 이하에 비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족수준이 7단계 척도이고 모바일 서비스사용여부가 이

분형(binominal)임을 감안하면, [그림 2]와 [그림 3]에서처럼 임계값

기준으로 각각 약 0.7∼5, 약0∼1.9의 임계값이 조절됨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만족도에 대한 상당한 민감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한편 이는 60세 이상의 집단의 보안에 대한 판단, 모바일 사용 여

부, 만족도 자체가 높다는 의미와는 무관하다. [표 23]에 의하면, 60

세∼74세의 경우 만족도 평균값에 있어 그 이외의 연령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표 24]의 재사용의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표 30]의 보안수준에 대한 판단 역시 전 연령층에서

60세∼74세가 제일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표 31]의 모바일 서비스

사용률은 타 연령에 비하여 크게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즉 조절 회귀 분석에 있어 60세 이상 연령 집단의 보안에 대한

판단과 모바일 서비스 이용 여부가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낮게 나온 이유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낮은 보안 수준과 낮은 모바일 서비스 사용률이

원인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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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대 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따른 정보소외

(information alienation)층의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선 해당 두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다른 연령대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보다 의미가 더 있음을 보여주며 정보격차 개선을 위한 전자정

부 서비스 설계에 있어 위 두요소를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함을 의

미하며 두 요소의 조절 효과의 차이는 공변하는 임계값의 차이에

따라 보안수준에 대한 판단 > 모바일서비스 이용여부 가 된다.

한편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술통계에 있

어 세대 간 정보격차 층이 원하는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통계인

[표 32]를 간략히 줄여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0]의 전자정부를 앞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개선하고자 하였

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순한 기술 통계에 따르면 제 1순위로서

‘사용자맞춤형컨탠츠제공(18.9%)’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기술 통계를

단순히 가져다 발표하는 해당 기사 등을 보면 이러한 통계에 따라

차기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에 따른 시스템의 주 개선 방안은

이러한 사용자맞춤형컨탠츠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발표하

고 있다.75)

75) 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2-201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

사』

연령별

2013, 단위 : %

사례
수
(명)

계

사용
자

맞춤
형

컨텐
츠

제공

온라
인서
비스
사용
에
따른
혜택
제공

주요
민원
업무
에
대한
원스
톱
서비
스
제공

온라
인서
비스
이용
매체
의

다양
화

본인
확인
/인
증절
차

간소
화

또는
대체
수단
제공

최신
의
신뢰
성
있는
정보
제공

개인
정보
보호
등

보안
강화

유사
한

서비
스를
제공
하고
있는
웹사
이트
통합
필요

전자
정부
서비
스에
대한
광고
및
홍보
강화

서비
스

이용
안내
및

도움
말

서비
스

강화

계 1148 100.0 18.9 11.0 14.9 11.6 11.8 8.2 14.8 1.8 4.0 2.7

표 40 사용자가 생각하는 향후 전자정부 이용활성화 방안 (1순위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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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기의 분석을 감안하면, 1순위만 염두에 두고 개선을 시

행하는 경우 3순위가 되는 ‘보안서비스강화’와 5순위가 되는 ‘이용매

체의 다양화’ 는 상대적으로 자원에 대한 투자가 후순위로 밀려 부

족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자칫하면 상기 분석에 따른 세대 간 정

보소외층의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자원

투입의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세대 간 정보소외층의 만족도 하락으

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정보소

외(information alienation)라고 한다.

정부 3.0의 기조인 전자정부를 더 이상 기존 행정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인 서비스의 개념이 아닌 기존 행정서비스와 통합하는 행정

서비스 그 자체로 본다는 미션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행정서비스

를 통합함에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전자정부 개선 방안을

비단 단순 통계에 따른 모든 사용자가 원하는 방안 뿐 아니라 세대

간 정보소외층이 더 이상 이러한 통합에 따른 정보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

귀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용활성화 방안의 기술통계에 있어서도 다른 연령층에서

는 특별히 중요하게 않았던 ‘도움말 서비스 등의 강화(9.9%)’가 세대

간 정보격차 층에서 높은 수치가 나온 부분 역시 정보격차 해소에

있어서 염두에 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의 분석을 통한 정보격차 부분의 가설의 검증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관련변수 번호 가설의 내용 검증

정보격차

H7-1
연령(60-74세)은 이용비중과 만족수준 간의

관계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기각

H7-2
연령(60-74세)은 이용 빈도와 만족수준 간의

관계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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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에 대한 2단계 분석의 가설을 요약하면, 1단계에서 확정

된 회귀모형에서 만족도에 영향요인을 미치는 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구분 된 이용비중, 보안수준, 모바일 서비스 사용 여

부에 대한 조절효과를 상호작용항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그 중, 보

안수준에 대한 판단과 모바일 서비스 사용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조절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용 비중의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판단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이용활

성화 방안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본 연구서 만들어진 모형에 따라 가설을 기각하였으며 기각에

앞서 추가적으로 이용활성화 방안에 따른 심충 분석을 위하여 각

연령 별 범주화를 하여 이용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50∼

59세에 있어 시스템 품질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76)

가 나온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이용활성화 방안의 경우 만족도

에 있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족수준을 중심으로 세

76) 이용활성화 방안에 있어 모든 연령변수를 각각 범주화 하여 연령대 별로 회귀

분석 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요인은 30대에서 '시스템품질

(유의확률 : 0.097) 및 50대에서 시스템품질(유의확률 : 0.067)이었으며 60세 이

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품질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확률 95%

기준)

H7-3
연령(60-74세)은 보안수준과 만족수준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채택

H7-4

연령(60-74세)은 모바일서비스사용여부와 만

족수준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

할 것이다.

채택

H7-5
연령(60-74세)은 만족수준에 있어 각 이용활

성화방안의 순서를 다르게 조절할 것이다.
기각

표 41 정보격차에 관한 가설의 검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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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다른 요인에 비해 보안수준에 대

한 강화와 모바일서비스 사용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어지며 이러한

요인은 일반적인 단순통계에 따른 이용활성화 방안보다 후순위로

존재하므로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정보격차가 더욱 더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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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Delone & Mclean 의 정보시스템 성공 모형(ISSM)을 활용

하여 2단계 수준의 분석을 통한 조절효과 검증에 따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 있어 이용 비중(행정

서비스 전체 중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비중)은 부정적 영향을 주며

재사용의사를 종속 변수로 한 모형에 있어 이용 빈도 또한 부정적

(음의) 영향을 준다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이용 비중이 높거나 이

용 빈도가 높은 경우 자연히 만족 수준 또한 정비례 하여 높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실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 바, 이

는 각각 이용비중이 높거나 이용 빈도가 잦은 사람이 오히려 만족

수준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이

용활성화 및 보완에 있어 이러한 점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구체

적으로는 이용 빈도 및 이용 비중이 높은데 따른 보상과 마일리지

서비스 및 이용 빈도 및 이용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용자가 편리함

을 느끼게 되는 시스템UI77)의 개발이 필요하다. 제작자 중심의 개발

보다는 최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사용자 중심(user oriented)

의 환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안 수준에 대한 평가 및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 경

우 만족 수준에 각각 정(+)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는바, 만족수준에 있어 보안 수준에 대한 평가와 모바일 전

자정부서비스 이용여부의 경우 만족수준을 개선하는 데 있어 유의

미한 요인이므로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에 있어 이에 대한 자원의

77) UI; User Interface, 사용자 시스템 또는 사용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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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항에서 논한다.

셋째, 조절효과에 따른 정보격차(digital divide) 분석의 경우 60세

∼74세의 집단을 따로 구분, 상호작용항을 통한 회귀분석 결과 보안

수준에 대한 평가 및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 경우 만족 수준

에 각각 영향을 강화하는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이는 보안수준에 대한 평가와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유

무가 세대 간 정보격차 계층(60세∼74세)의 만족 수준에 있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있어 세대 간 정보격차 계층의

경우 다른 요인에 비하여 보안수준에 대한 평가와 모바일 서비스

사용유무가 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대 간 정보격차 계층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서 제일 중점을 두고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경우 보안 수준에 대한

논의와 모바일 서비스 사용에 대한 논의가 다른 요인 보다 더욱 중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안수준에 대한 부분의 경우 거꾸로 보자면 보안 수준이 낮은

경우 세대 간 정보격차 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만족을 낮게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 하다. 따라서 정보격차 층에 대한 시스템 설계

의 정보격차 해소 배려에 있어 무엇보다도 보안에 대한 강화가 중

요하다. 한편 모바일서비스 사용여부 또한 타 계층에 비해 세대 간

정보소외층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에 따라 세대 간 정보격차 해

소를 위해서는 보안 서비스 강화 이외에도 60세 이상의 정보격차

층이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관련 연구에 따르면,78) 먼저 정보소외 층에 대한 스마트 폰

의 보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외에 정보소외층을 위한 전용의

전자정부서비스 앱(APP)등을 따로 개발하여 최대한 정보소외층을

78) 문영환(2014), “정보격차문제 하에서 이용자의 성격특성과 접근성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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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바, 최근 행정자치부 등에서 이러한 앱의

개발을 위한 공모전79)을 개최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다. 한편

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반통계에서 나타

난 이용활성화 방안의 경우 세대 간 정보소외층에서만 중요하게 여

기는 요소로서 ‘이용에 대한 도움말 등의 강화’가 있는 바,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에 있어 이러한 부분의 배려 또한 필요하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보완방안

본 연구의 한계와 보안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격차

(digital divide)에 따른 60세 이상 노년층의 정보소외(information

alienation)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행하여진 본 연구의 결과 의미가

있을 것이라 여겨졌던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회귀분석의 경우 통

계적으로 의미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설에서 예상하던 몇몇 요인

및 재사용의사 모형의 경우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 해 본 결과 제일 큰 요인으로서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단계층화추출

을 통한 전 인구를 대표하는 2000명의 집단을 정하여 설문조사를

전수조사로 실시한 결과, 기존 2000명이 전 인구의 비율에 맞추어

각 연령 별로 배분되어 조사를 함에 따라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사용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 1148명을 분

류한 결과 정보격차의 정보소외층의 대상이 되는 60대 이상의 경우

전체 60대 이상 중 13.9%만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사용 해 보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사용 경험이 높은 20대(73.7%)와 30대(72.7%)에

79)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앱 공모전 내의 ‘정보소외층을 위한 앱 공모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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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낮은 수치이며 바로 아래인 50대(30.4%)에 비하여도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낮은 수치를 통과하여 전자정부 서비

스를 사용해 본 계층의 경우 오히려 컴퓨터나 모바일 등의 전자시

스템 등에 편리함 또는 흥미를 느끼고 있으며 어느 정도 편향된 결

과를 보여줌으로서 예상된 결과가 전부 나오지 못하였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보완방

안으로서 모델의 구성에 있어 단지 전자정부 서비스를 사용한 사용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용하지 않는 자 또한 함께 분석

하여 다양한 요인 등을 밝혀내는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정보격차 해소 관점에서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를 분

석함에 있어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분

석이 용이한 연령별 정보소외계층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나타났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지역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의 도농 정보격

차 또한 연령별 못지않게 그 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므로 설문조사에

서 전국을 200개 읍면 행정단위까지 나누어 조사를 실시한 바, 이러

한 행정구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를 도시와 농촌의 범주로 나

누고 이에 따른 메타분석을 통하여 각 요소 등을 조사하여 도농 간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어느 정도 정보격차 계

층을 상당히 크게 보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정보 공개 청

구에 있어 그러한 정보가 제외되고 공개가 이루어진 점은 안타깝다

고 볼 수 있다.

해당 설문응답자의 주소 등이 분명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연구의

절차에서 밝혔듯이 최근 정보공개 청구 소송 등에 있어서 최대한

구분 가능한 정보의 경우 개인적인 부분과 개인정보 적이지 않은

부분을 구분 할 수 있다면 구분하여 공개하라는 것이 최근 행정법

원의 판례이고 이러한 판례를 적용해 보면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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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최소한 행정구역에 있어 자세한 주소는 비록 공개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도심과 농촌을 구분 짓는 행정구역 정보 등에 대한 공개

는 가능 할 것이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보완 또한 필요하다.

셋째, 세대 간 정보격차라는 문제는 시계열에 따른 문제이므로 비

교적 다년도의 자료를 통하여 시계열 분석을 하는 경우 각 요인의

관측 값이 변하는 수준을 통하여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으나 시행한지 이제 만 2년이 되었으며 현재 발표되어 있는 이

용실태조사를 대상으로는 횡단 적 조사만이 가능한 까닭에 이 부분

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결정요인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한 어르신을 찾고 심층 분석을 통한 보다 자세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정보격차에 따른 분석의 의미가 더해 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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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e-Government, user

satisfaction and reuse intention: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s of the

age which occurs digital divide

JuneYoung Chu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ost effective way to

offer E-Government service for solving the digital divide. The

quality of the E-Government service and the age of the people

are related to the satisfactory level of the E-Government service.

This study explains this relationship by 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ISSM).

E-government service in the past was recognized as the

service which is offered to use the government service easily.

However the E-government service which is called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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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integrates all of the government service.

So, digital divide problem in the past is different from the

problem in nowadays. This study analyzes the digital divide

problem to advance the E-government service.

The analysis process and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udy analyzes the 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ISSM, Delone & Mclean, 1992)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satisfactory level of the

E-government service.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information system are

divided into 3groups by 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ISSM). They are the quality of the information, the quality of

the service and the quality of the system.

Second, after the multi-stage stratified extraction based

on all the people of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census)

for analysis of satisfaction of e-government, was constructed

2,000 representative population, based on this, was designed to

analyze possible model based on a successful model of

information system based on were investigated such as the

general use content "Using survey of e-government services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on

the use of e-government. Various attractions along the intention

of each of the satisfaction and reuse indicated.

Third, use percentage in satisfaction of a result of the

attraction that affect the satisfaction of e-government were

examined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ecur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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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decision, and whether to use the mobile service, such as

significant statistically age for reuse (reuse) doctor affects,

frequency of use, the security level of the determination, such as

whether to use the mobile service is analyzed as to affect

significantly.

Fourth, information gap between generations relative to

the age (digital divide) result that the population was adjusted

effect analysis as a regulatory variable, in satisfaction, and

determine the security level, and whether such an adjustment

effect to the use of mobile services it was found to affect the

positive (+) to the satisfaction through.

Policy implications derived throughout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use percentage and frequency of use of

e-government services in the administrative services of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atisfaction of e-government services,

negative (-) influence was found. This is the case if the

utilization rate is high or there are many frequently used user

and generally well used in the sense that rather likely no

satisfaction or reuse intention, the recognition of satisfaction is

high is the opposite result. Therefore, utilization rate and

frequency of such mileage provided there is a need for

consideration of the mobile users in complementing the

e-government services.

Second, either by using a decision and mobile services for

the security level of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atisfaction of the

e-government service, it is analyzed to influence the posi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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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found that a person determines that the security level is

higher satisfaction is positive. Analysis to evaluate the positive

things also of satisfaction people that are using the mobile

service is possible. Therefore, there is the improvement of

satisfactions. It should put the complementation of two factors

above in mind.

Finally, because affect the satisfaction of e-government

services, 60-year-old to 74-year-old is a layer of information gap

between generations (over 60 years) to use the security level of

judgment and mobile services in the regulation effect of

population how do, it has been analyzed to show the regulatory

effects on satisfaction evaluation of the population. This may

satisfaction over 59 74-year-old populations, can be interpreted as

the effect of the two factors on significantly affect than mating

popul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information

alienation (information alienation) phenomenon that disparity is

increasingly spread corresponding to the layer of information gap

between generations, for these factors require consideration, the

use of e-government services that are the foundation of the

present study If the survey, according to the usual statistics, as

policy suggests "strengthening such as custom unwanted content"

than "diversified use medium" such as the "enhanced security",

since it is stressed , it is necessary to care for this.

keywords: e-Government, interaction effects, logistic

regression, digital divide, information alie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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