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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공공조직 내부의 업무 수행방식뿐만 아니라

대민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행정의 지속적인 혁신을 가능케 했다. 특히

모바일 기기의 이용 증대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 증가에 따라

다양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로서 공공 앱 성공 요인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앱

성과측정 및 정비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전수조사된 공공 앱의 생애주기를

살펴보고 앱 서비스 지속시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공공

앱을 제공하는 기관 유형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앱의 유지 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생존분석모형을 활용한다. 우선적으로는 단변량 Kaplan-Meier 모

형을 통해 특정 영향요인이 개별적으로 공공 앱의 폐기에 어느 정도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그 후, Cox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다

양한 공변량이 폐기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공공 앱의 서

비스 지속시간에 유의미한 요인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정보·기술 요

인, 정치 요인, 조직 요인 및 제도 요인을 설정하고 앱의 서비스 개시일

로부터 폐기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폐기 사건의

위험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Kaplan-Meier 모형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별 모바일 앱의 생존함수를 추정한 결과, 시간 경과에 따른 공

공 앱 생존률이 행정기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

났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앱의 지속기간과 관계없이 50% 이상의 앱이

생존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약 90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공공 앱이 50%의 생존률을 보였으며, 기초자치단체는 공공 앱이 50%의

생존률을 보이기까지 약 5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둘째, 제시된 요인들에 대한 단변량 생존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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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보·기술요인만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치요인으로서 정치적 경쟁수준과 지방자치단

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정당일치여부, 조직요인으로서 정보화 조직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정보·기술요인과 정

당일치여부와 관련한 요인만이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앞서 제시된 생존분석 모형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Cox 비례위험 모형

에 따른 생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술요인은 중앙행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 앱의 유지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수준에서는 공공앱의 성공적

인 제공을 위해 수요가 높은 공공 앱으로서 뉴스정보 제공형 앱이나 금

융 및 쇼핑용 앱 등에 집중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정치 요인에 속하는 변수들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

앱의 유지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치적 경쟁의 수준보다는 정당일치여부가 보다 유의미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

던 공공 앱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으로서 정치적 환경에 집중하여 그 중

요성을 파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자치단체의 수준별로

서로 다른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게 드러났으며, 공공 앱의 폐기위험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 발휘를 통해 대민서비스

의 질이 지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셋째, 조직요인 및 제도요인에 속하는 변수들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제

공하는 공공 앱의 유지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이 확인

되었다. 이 역시 선행연구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드러나지 않았던 특성이 발견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전통적으로 정보시스템의 성공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간주되었

던 공급 측면의 요인들이 정치적 요인과 결합하여 공공 앱의 유지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공

공앱을 제공기관별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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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각의 특성이 공공 앱의 유지 기간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분석한

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기반

의 공공 앱 성과 측정 및 폐기 권고에 따른 앱 폐기 여부를 연구 대상으

로 함으로써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식적인 최신의 데이터에 기반

하여 이론적 모형을 실제에 적용하여 살펴본다는 의의가 존재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 앱에 대해 기존에 제시되었던 정보·기

술요인 및 기관의 공급 요인으로서 조직 요인, 제도 요인에 한정하지 않

고 정치적 요인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고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 시사

점을 제시한다. 넷째, 앱 마켓을 한정하지 않고 정부 EA 포털에 등록된

모든 공공 앱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주요어 : 공공 앱, 공공 앱 유지 기간, 정보시스템의 성공, 생존분석

학번 : 2018-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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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축적을 통해 행정은 지속적인 혁신을

시도해 왔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부 내부의 업무 수행방식이 변화하고,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전달 방식 역시 개선되었다. 2010년대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정부는 보다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모바일 웹 페이지와 공공 앱을 제작하고 제공해왔다. 이러한 모바

일 기반 스마트 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 시도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

역 정부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엄석진 외, 2016; 정희정,

2014)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은 79.4%로 2013년 52.9%, 2015

년 60.8%에 비해 급격히 높아져 왔다. 게다가 2020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채널은 모바일 앱이 6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16년의

모바일 앱 이용률인 20%에 비해 3배 이상 성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높아진 공공 앱 이용률에 비해 공공 앱의 무분별한 개발 및 방치로 인한

예산 낭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이수인, 강유빈, & 허덕원, 2019)

따라서 전자정부 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있어 모바일 앱 형태의 전자

정부 서비스, 즉 공공 앱의 수준을 고찰하고 그 성공 요인을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 앱의 높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통한

성공적인 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을 달성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김준형(2013), 정희정(2015) 등은 중앙행정기

관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공 앱의 질적 고도화 수준에

대한 연구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 앱의 질적 수준에 대한 연구

는 특정 시점의 정태적인 횡단적 연구에 해당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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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종단적인 정보기술의 동태적인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공공 앱의 수준을 파악하

는 것을 넘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공 앱의 생애주기를 살펴봄으로써

앱의 서비스 지속 시간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

기술 활용의 지속과 발전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가 존재하나,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실시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

비스 관리지침’ 기반의 공공 앱 성과 측정 및 폐기 권고에 따른 앱 폐기

여부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이 공공 앱의 성공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인 모형을 실

제에 적용하여 살펴볼 필요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공

앱 성과측정 및 정비 시행 이후의 결과를 토대로 실증적인 연구를 제시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요인 분석을 통해 행정기관에서 앱을 개

발하는 데 보다 성공적인 공공 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침에 명시된 성과측정요인 이외의 변수를 통해 공공 앱

의 폐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 앱은

그 개발에 예산 등 다양한 자원이 쓰이기 때문에 앱 개발 이전에 사전적

으로 앱 개발 여부를 결정지을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앱의 제공 기관 유형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하고, 각 행

정기관의 유형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 앱의 폐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별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각 행정기관이 공공 앱을 개발하고 제공

함에 있어서 수요 대상 범주가 전국과 각 지역 등으로 상이한 특성을 갖

는 등 서로 다른 요인이 공공 앱의 폐기 위험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모바일 대민

서비스 수준에 격차가 존재하는 원인을 별도의 분석과정을 통해 파악하

고자 한다. 또한, 앱의 폐기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짧은 기간 내에

폐기되는 앱의 종료 요인을 분석하여 앱의 성과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예컨대 앱의 자체적인 정보·기술 요인,

앱을 둘러싼 정치적 요인, 정보화 전담 조직 수준 등 조직 요인, 그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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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적 요인 등 공식적인 성과측정 기준 이외의 변수를 통해 공공 앱

의 유지 및 발전에 요구되는 시스템 성공 요인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방

자치단체장과 관련한 정치적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자 한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기관장에 대

해 행정서비스의 평가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며, 공공 앱 역시 대민서비

스의 일환으로서 정치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 유형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공 앱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 및 공공 앱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기관별로 다르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제시하여 향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각각에서 성공적으로 개

발 가능한 앱 수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범위와 대상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공공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의 대상이 되는 모바일 앱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mois.go.kr)에 게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공 앱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여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행정안전부의 공공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의 검토 대상이 되는 모바일 앱은 「정보기술아

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조 제13호의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

시스템(범정부 EA포털)에 등록된 앱에 해당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공공 앱으로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앱 구

동 운영체제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성과측정 과

정에서 공공 앱이 서비스되는 운영체제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며, 2019

년부터의 성과측정 기준에 의해 다양한 앱 마켓 제공 여부에 따라 차등

적으로만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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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범위는 성과측정이 수행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공개 데이터

가 존재하는 2020년에 한정한다. 따라서 모바일 앱의 개수는 시간의 경

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실제 앱의 폐기 여부에 반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등 지

방자치단체의 공공 앱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의 유지 기간의 결정요인

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앱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그 이유는 중앙행정기관

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앱의 폐기율 차이를 분석

하고 각각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앱을 둘러싼 제반 요인을 상호 비교함으

로써 유의미한 전자정부 대민 서비스의 성공 요인을 도출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증 데이터상으로 중앙정부의 앱 폐기율은 30%에 미치

지 않으나, 지자체의 앱 폐기율은 42%에 이르러 앱의 질적 고도화 수준

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앱의 폐기율에 미치는 요인이 상

이함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공공 앱 전반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 유형별로 제공하는 공공 앱의 폐기 여부를 종

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서 정보서비스 유형 등 공공 앱의 정보·기술적

요인, 지자체장의 2위와의 정치적 지지율 차이 및 의회 다수당과의 정당

일치여부 등 정치적 요인, 지자체 내부의 정보화 담당업무 개수 등 조직

요인, 지자체별 기본계획 수립여부 등 제도요인이 주요한 영향 요인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공 앱의 서비스 유지 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생존분석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는 단변량 캐플란-마이어 모형을 통해 각각의 영향요인이 개별적으로

공공 앱의 생존 기간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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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Cox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공 앱의 서비스 지

속 시간 및 생존율(폐기율)에 유의미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Cox비

례위험모형 분석은 이분법적인 종속변수로서 사건의 발생 혹은 미발생에

대해 다양한 공변량(covariate)이 해당 사건의 발생 위험률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는 모형이다(김준형, 2019).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해당 모형을 적용하여 정보·기술 요인, 정치 요인, 조직 요인 및 제도

요인이 공공 앱의 폐기율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앱의 유지, 개선을 ‘생존’으로 보아 생존과 폐기의 이분법

적 데이터를 구성함으로써 공공 앱의 폐기율을 직접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앱에 대한 생존분석 시, 앱의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폐기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폐기 사건의 위험율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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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정보시스템의 성공 요인과 전자정부 성공구현모

형

1. 정보시스템의 성공 정의

정보시스템의 성공 개념은 정보기술의 진화와 보편화되고 복잡화된

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인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엄

석진, 2020; Kroenke, 2013; O'Brien, 1999). 정보시스템의 성공을 정의하

고 시스템 효과 및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기존의 자료 및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엄석진,

2020; 정해용·김상훈, 2003; Mahmood, Mann, & Mann, 2000; Myers,

Kappelman, & Prybutok, 1997).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성공은 기능적

관점, 성숙 수준에서의 관점, 가치 창출의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

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기능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성공은 정보시스

템 성능의 우수성에 따라 결정된다. 시스템의 질, 사용되는 정보의 질,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같은 평가항목을 통한 시스템 영역뿐 아

니라 사용자의 인지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도를 통해 사용자 영역까지

평가하는 것이다(엄석진, 2020; 정해용·김상훈, 2003; Petter, DeLone, &

McLean, 2012).

이와 달리 정보시스템 성숙 모형은 정보시스템의 연속적 발전 단계를

제시하고 특정 시스템의 발전 수준 단계를 진단하여 제시한다. UN과

ASPA(2002)의 모형에서 전자정부의 발전 경로는 '출현, 도약, 상호작용,

거래, 통합'의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자정부의 순차적 발전

단계가 실증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했으며, Siau와

Long(2005)은 포괄적인 전자정부 성숙모형을 '일방향적 웹 출현, 쌍방향

상호작용과 거래, 정부 수준 고도화를 통한 변환과 전자민주주의'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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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제시하게 된다.

한편, 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성공은 정보시스템이 구축

된 결과 정치적 편익, 조직적 편익, 기술적 편익이 달성되었는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Gil-Garcia, 2012). 또한, 적극적인 공공 참여와 정부의

책임성 및 투명성 향상, 조직 효율성 향상, 정책 효과성 향상, 서비스 품

질 개선이 정보시스템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보는 사례 역시 제시된다(엄

석진, 2020; Gil-Garcia, 2012; Danziger & Andersen, 2002).

2. 정보시스템의 성공 모형

1) 기술 구현 개념틀 : 제도적 요인 중심의 모형

정보기술의 제도이론은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의 과정과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Orlikowski & Barley, 2001) 제도이론에 따르면, 조직행

위자 및 조직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며, 조직 생존을 위

한 제도에 구속된다.(Mignerat & Rivard, 2009) 따라서 제도 혹은 제도

의 배열과 이에 따른 조직 및 조직 배열은 정보기술의 선택·설계·실행·

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엄석진, 2020) 이러한 맥락에서 Jane

Fountain은 정부 기관에서의 제도 배열과 조직의 형태가 정보기술의 도

입 및 사용 과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술

개념틀(TEF: Technology Enactment Framework)’을 제시한다.(엄석진,

158p; Gil-Garcia, 2012; Fountain, 2001) 기술 구현 개념틀은 정보기술을

내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보기술과 조직, 제도 간 상호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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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기술 구현 개념틀

출처 : 엄석진(2020); Fountain(2001: 91)

기술 구현 개념틀은 [그림 2-1]과 같이 5개 개념의 상호작용 관계를

보여준다. 인터넷 등 '객관적인 정보기술',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조직의

구조와 운영적 특성으로서 '조직 형태', 법률 및 문화 등 '제도 배열', 객

관적인 정보기술에 대한 인지와 사용으로서 '구현된 기술', 구현된 기술

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으로서 '결과'가 이에 해당한다(엄석진, 2020). 제

도적 배열은 조직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의 형태에 따라 객관적

인 정보기술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구현된다. 그러나 이렇게 구현된 기

술의 활용 결과는 반대로 다시 조직의 형태나 제도적 배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결과, 5가지 개념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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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정부 성공구현모형 : 통합 모형의 제시

전자정부 성공구현모형은 신제도주의를 기반으로 정부 기관에서 정보

기술을 채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이다.(Criado, Rojas-Martin, & Gil-Garcia,

2017; Gil-Garcia, 2012; Gil-Garcia & Pardo, 2005) 해당 모형은 기술 구

현 개념틀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조직 및 제도 배열뿐만 아니라 행정의

맥락과 제반 환경 요인을 고려한다(엄석진, 2020).

[그림 2-2] 전자정부 성공구현모형

출처 : Gil-Garcia(2012)

전자정부 성공구현모형은 공공부문에서의 정보시스템 구현 과정에서

의 장애요인을 연구함으로써 성공의 요인을 밝힌다. 그 결과, [그림 2-2]

와 같이 환경 요인, 조직 요인, 제도 요인, 자료·정보 요인, 기술 요인이

전자정부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그 세부 내용을 정

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전자정부 성공구현 영향요인

구분 세부 요인

환경 요인
정치적 수준, 경제 상황, 교육 수준, 인터넷 접근

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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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엄석진(2020)을 재구성

제2절 모바일 정부와 공공 앱

1. 모바일 정부

1) 모바일 정부의 등장 및 이용 현황

모바일 전자정부는 시민과 기업, 정부 등 전자정부와 관련된 주체들이

모바일 기술과 서비스를 향유하고 관련 앱 및 기기를 활용하는 전략과

그 실행이라 할 수 있다.(엄석진, 2020; Kushchu, 2007)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란 행정

기관 및 공공기관이 「전자정부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

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정부 구축에 따른 인프라가 갖추어지면서,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

스의 질적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 국

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사용과 다양한 수요 충족을 가능

케하는 것이 전자정부의 필수 요소로 이해되었다.(한기훈·김진수, 2012)

그 배경은 국민 대다수의 무선통신기기 사용 등 정보통신환경의 무선화

와 사용 수준의 향상이다. 이로써 과거 PC 웹 환경에서의 전자정부 서

조직 요인

담당자의 열의와 전문적 능력,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험, 구축된 정보시

스템에 대한 성과 측정 등

제도 요인
정보시스템 구축 기관 특성, 기관의 자율성, 법 규

제의 제약 등

자료·정보 요인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및 특성에 대

한 사전 고려, 정보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자료의

충분성

기술 요인
기술의 호환가능성, 사용 용이성에 대한 피드백

반영,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피드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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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수준이 '언제 어디서나' 제공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서용

원·김태하, 2010) 공간적인 제약이 존재하던 전자정부 서비스를 넘어 개

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과의 상호연

계성을 높인 보편적인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것이다.(한기

훈·김진수, 2012)

모바일 행정 서비스 등장 이후 모바일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 및 이용수준은 매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안전부의 전자

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에 의하면,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2013년 52.9%, 2015년 60.8%, 2017년 78%, 2019년 79.4%로 매

년 향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C 기반 웹 환경에서의 행정서비

스와 모바일 환경 기반 서비스를 비교하여 볼 때 2020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중 스마트폰/피처폰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은

71.4%로, 데스크톱 컴퓨터PC가 63.8%인 것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주요 분야별 이용률은 행정, 민원이 69.6%, 경

제활동, 취업이 62.3%, 생활, 여가가 61.1%, 지식, 정보가 37.7% 등인 것

으로 파악된다.

2)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유형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모바일 행정서비스와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모바일 행정서비스"란 행정기관 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

기를 통해 전자결재, 내부 포털, 현장 행정 등 기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

기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지침 제2조 제4호) 이는 행정업무를 수행하

기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공급 및 수요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의미한

다. 이에 따라 모바일 행정서비스는 행정관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모바일 대민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국민, 기업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의미한다.(지침 제2

조 제5호) 이러한 모바일 대민서비스는 시민들이 행정 내부적인 조직 구

성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기술적 이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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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모바일 행정서비스와 달리 높은 접근성 및 호

환성, 편의성을 특성으로 한다.(엄석진, 2020)

2. 공공 앱

1)모바일 앱의 개념 및 공공 앱의 개발 근거

모바일 앱은 무선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정보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공물을 의미한다.(엄석진, 2020;

Ganapati, 2015; Orlikowski, 2008; Leonardy & Barley, 2008) 이는 웹상

에 구축되는 홈페이지와 달리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들에 의해 설치 및

삭제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로서 특별하게 고안된 프로그램

이라 할 수 있다.(엄석진, 2020; Ganapati, 2015)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6조에 따라 모바일 웹으로 구축하여

야 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웹으로 구현하기 힘든 서비스의

경우 앱 형태의 개발이 가능하다. 모바일 앱의 개발 이후에는 따라 범정

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에 등록, 관리 가능하다.

[그림 2-3] 모바일 대민서비스 SW 개발생명 단계별 수행활동

출처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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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공공 앱 서비스 구축 절차

출처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652

2) 공공 앱의 유지 및 폐기현황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 앱의 유지 및 폐기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에 게시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공공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한다.

2017년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 앱의 수는 216개이며, 2018년

에는 164개, 2019년에는 142개, 2020년에 150개를 서비스한다. 광역자치

단체의 경우 2017년 147개, 2018년 127개, 2019년 113개, 2020년 121개의

공공 앱을 제공한다. 2017년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 앱의 수는

289개이며, 2018년에는 245개, 2019년 209개, 2020년 225개가 서비스된다.

또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앱을 개발, 배

포한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156개이다.

3) 공공 앱의 성과관리 및 성과 측정 지표 기준 변화

계획 단계 예산 편성 이전 예산편성 이후 결과이행

모바일 서비
스 계획 수립
(사업부서)

정보화 타당성 
심의, 용역 심의
(정보화·예산 부
서)

(발주 전) 정보화
사전협의
(시행 후) 공공 
앱 성과측정
(행정안전부, 담
당 행정기관)

성과측정결과 
이행 (사업부
서)

-타당성, 효
과성, 중복성 
상호연계 공
동이용 사전 
검토
-모바일 전자
정부 지원센
터 협의

-예산편성 전 타
당성, 소요예산
의 적정성, 유지
관리 용이성 검
토

-시기 : 매년(1년 
미만 제외)
-다운로드 수, 만
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 기준에 
따른 성과 측정 
결과 및 정비계획 
요구

-성과 측정 
결과에 따른 
폐기, 개선 
등 정비계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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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

축·운영하고 있는 소관 모바일 서비스 앱에 대하여 매년 운영성과를 측

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침 24조내지 26조에 의해

공공 앱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그 내역을 확인점검하

며 성과측정결과를 예산등에 반영함으로써 공공 앱 서비스 제공의 품질

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때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는 2017년 전자정

부성과관리추진단, 2018년과 2019년에는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2020년에

는 디지털정부기반과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성과측정은 2017년과 2018년에는 총 다운로드

수 및 이용자 수 등 정량지표 70%, 운영 품질 및 보안 수준 등 정성지

표 30%로 구성된 기준에 의해 행해졌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지침 개

정을 통해 누적 다운로드 수와 전년대비 설치율 등 '배포/보급' 50%, 업

데이트 최신성 및 앱 만족도 등 '관리' 35%, 복수 앱스토어 게시여부 등

'접근성' 15%로 지표 구성에 변화를 보인다.

[표 2-3] 2017, 2018년 모바일 대민서비스 성과측정 지표

구분 항목(배점) 설명

정량

지표

(70

점)

* 정비

지표

총 다운로

드수

(20)

【정의】 이용자가 공공앱을 다운로드한 총 건수

【점수구간】

【측정산식】 각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건수의 합산

구
간 0~1,000 1,000~

5,000
5,000~
10,000

10,000~
50,000

50,000~
100,000

100,000
~

점
수 0 4 8 12 16 20

이용자수

(20)

【정의】 이용자가 공공앱을 다운받아 설치되어 있는 건수

【점수구간】

【측정산식】 앱스토어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실제 

설치된 건수의 합산

구간 0~500 500~
1,000

1,000~
5,000

5,000~
10,000

10,000~
100,000

100,000
~

점수 0 4 8 12 16 20

사용자 【정의】 이용자가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받은 공공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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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별표 5)

만족도

(20)

한 평가점수
【점수구간】

만족도 ~1점 1점 ~ 2점 2점 ~ 3점 3점 ~ 4점 4점~
점수 4 8 12 16 20

【측정산식】 평가건수가 가장 많은 앱스토어의 이용자 평
가점수
 (단, 평가건수가 10건 미만이거나, 평가 점수가 없으면 12
점 부여)

업데이트

최신성

(10)

【정의】 앱스토어 등록 이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
하고 있는지 측정

【점수구간】

【측정산식】 앱스토어의 최근 업데이트 일자를 확인하여 
계산

구간 24개월~ 18개월 ~ 
24개월

12개월~
18개월

6개월~
12개월 ~6개월

점수 2 4 6 8 10

정성

지표

(30

점)

운영

및

품질

(10)

【정의】 안정적 운영 및 공공앱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지 측정

【측정산식】 하단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항목의 합산으로 

계산 (각 2점)

 ① 웹이 아닌 앱 형태 운영의 적절성 여부

 ② 다양한 OS 지원 여부

 ③ 타 서비스와 중복이 없는지 여부

 ④ 오류 없는 정상 동작과 최신 컨텐츠 제공 여부

 ⑤ 유지보수 시행 여부

EA 등록

여부

(10)

【정의】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쳐 지원시스템(범정부EA포털) 

등록 여부

【측정산식】 범정부 EA포털(www.geap.go.kr) 등록 관리 여

부 (10점)

보안

(10)

【정의】 보안 대책 마련 및 SW개발보안 등이 적용되었는

지 여부

【측정산식】 하단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항목의 합산으로 

계산 (각 5점)

 ① 불필요한 접근권한 요청하지 않는지 여부

 ② SW개발보안 적용 및 취약점 점검을 수행했는지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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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2019, 2020년 모바일 대민서비스 성과측정 지표

구분 항목(배점) 설명

배포/

보급

누적
다운로드수

(25)

【정의】 이용자가 공공앱을 다운로드한 총 건수

【측정산식】 각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건수의 합산

구
간 0~1,000 1,000~

5,000
5,000~
10,000

10,000~
50,000

50,000~
100,000

100,000
~

점
수 0 5 10 15 20 25

전년대비

설치율

(25)

【정의】 전년 동기간 대비 다운로드 건수의 비율

【측정산식】 (최근 1년 설치수÷전년 동기간 설치수) × 100 = 

설치율 (%)

구
간 ~20% 20%~40

%
40%~60

%
60%~80

% 80%~

점
수 5 10 15 20 25

관리

업데이트

최신성

(10)

【정의】 앱스토어 등록 이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

하고 있는지 측정

【측정산식】 업데이트가 가장 오래된 앱스토어의 최근 업

데이트일을 측정

구
간 24개월~ 18~24개

월
12~18개

월 6~12개월 ~6개월

점
수 0 2 5 8 10

앱 만족도

(10)

【정의】 이용자가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받은 공공앱에 대

한 평가점수

만족
도 ~1점 1점~2점 2점~3점 3점~4점 4점~

점수 2 4 6 8 10

【측정산식】 평가건수가 가장 많은 앱스토어의 이용자 평

가점수

 (단, 평가건수가 5건 미만일 경우 최저점 부여)

이용자 관

리

(10)

【정의】 최근 1년간 작성된 앱 이용자 리뷰에 대한 앱 관리자

의 답변율

구간 ~20% 20%~40
%

40%~60
%

60%~80
% 80%~

점수 2 4 6 8 10

【측정산식】 (스토어별 답변수 합계÷스토어별 리뷰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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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개정안 (별표 5)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 전자정부의 성공과 관련된 통합적인 선행연구 검토

Gil-Garcia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자정부의 성공 또는 실패의 원인

에 있어 정부 기관의 이니셔티브 등 조직 요인과 사용자 요인이 모두 중

요하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의 성공 요인은 정부 기관에 의한 이니셔티

× 100 = 답변율 (%)

 (단, 단일 앱스토어의 최근1년 리뷰가 200건 이상일 경우 최근 200

건에 대한 답변수 측정)

GEAP

등록여부

(5)

【정의】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쳐 지원시스템(범정부EA포털) 

등록 여부

【측정산식】 범정부 EA포털(www.geap.go.kr) 등록 관리 여

부 (5점)

(단, 별도 지원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 별도 지원시스

템 등록 여부로 판단)

접근

성

하위 OS

버전

지원여부

(6)

【정의】 최소수준의 OS버전 지원 여부(최소 수준은 매년 

평가 전 결정)

구분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최소 
수준 Android 4.4 이하 iOS 10.0 이하 Android 4.4 이하

【측정산식】 최소수준 이하의 OS 지원 여부에 따라 각 2점 

부여

복수 앱스

토어

게시여부

(9)

【정의】 복수 앱스토어 게시를 통한 다양한 접근채널 제

공여부 평가

구분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점수 등재 앱스토어 수당 3점

평가

기준
총점(100)

구분 6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70점 이상

점수 폐기 개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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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의 구현 및 시민, 기업 및 기타 중요한 사용자의 채택을 통합하여 포

괄적인 모델로 구현된다. 해당 연구는 디지털 정부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식별하고 이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정부 조직 차원과 사용자 차원의 상호

작용을 분석한다.

[그림 2-5] 전자정부 성공 통합 모형

모델의 요인으로는 ①외부 환경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

②시스템 구현 변수로서 조직 특성 및 제도적 장치, ③제공되는 전자정

부 서비스의 성격, ④사용자별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에 대한 인식, ⑤전

자정부의 실제적 사용 등이 존재한다. 외부 환경 요인들은 전자정부 프

로젝트를 시행하는 조직의 특성과 이를 둘러싼 제도적인 배열에 영향을

미친다. 자원과 역량 등 조직적 특성과 공식적, 비공식적 규칙 등 제도적

배열 역시 전자정부 서비스의 구현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들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은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전자정부 서비스의 성공 요인

환경적 요인
정치적

선거에서의 승리 격차(승리 후보

와 2위 후보의 득표율 차이)
사회적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학년 수준

출처 : Gil-Garcia(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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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il-Garcia(2020)를 재구성

다만, 해당 연구는 멕시코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증연구가

진행되어, 한국의 경우에도 제시된 요인들이 전자정부 서비스 성공에 실

증적인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공공 앱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서용원.김태하(2010)는 모바일 전자정부의 구축사례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업무수행, 단방향 메시지 형태의 정보제공, 단방향 메시지 형태의

신고접수, 양방향 모바일 웹페이지 서비스, 양방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구분하여 서비스 유형별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정부의 추진 방향으로서 고객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사용자

중심의 모바일 포탈 재구성, 모바일 고유의 서비스 개발, 신기술 트렌드

를 적용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 고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한

선순환 및 모바일 보안의 강화를 제시한다.

성취도

경제적
1인당 GDP 수준(2008년 불변 물

가와 1인당 GDP)

조직 특성
정부 IT 인프라 - 컴퓨터, 서버

및 직원 수(하부 구조)

제도적 특성

디지털 의제(디지털 의제 프로젝

트의 유무)
국가 개발 계획(규제 개선에 대한

약속 수준 등 목표, 전략 및 개발

계획)

서비스 요인
서비스의 정교

함
전자서비스 제공 유형 수

디지털 정부 서

비스의 실제 사

용

주민 1인당 총

전자 서비스 사

용 수

실제 수행되는 전자정부 서비스

의 총 수를 주민 인구수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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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2011)은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의 정부 앱 서비스의 특징을 비

교하고 앱의 수준을 분석하여 제한된 서비스와 편중된 정보, 지역정부

앱의 편중 등 한계를 제시한다. 또한, 앱서비스의 법제도적 보완점과 기

술 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의 행정효율성 및 민주성 향상을 위한 앱 발전

가능성을 논의한다.

김석주(2011)는 한국 전자정부의 추진성과와 성공요인을 점검함으로써

전자정부 전반의 성공요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행정계획을

통한 경제적 목표와의 연계,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한 안정적 예산 확보,

다부처 중심 사업 추진, 명확한 책임과 협력 거버넌스, 법령의 개정을 통

한 제도적 지체의 최소화 등을 제시한다.

장선영·문형남(2012)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바일 공공 서비스를 조사

하고 지속가능한 웹 환경을 위한 표준 및 구축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시민

관심도가 높은 생활 분야의 서비스 제공, 생활밀착형 앱 개발 시 SNS

활용과 공모전 개최를 통한 홍보 필요성을 주장한다.

한기훈·김진수(2012)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의 서비스, 시스템, 정

보의 품질과 사용자의 유용성 및 이용 용이성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의 사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 정부간, 정부와 시민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한다.

서교리·김준형·엄석진(2016)은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스마

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의 현황 및 발전수준을 스마트폰 앱 제작과

기획, 평가 등 전생애주기에 걸쳐 측정함으로써 조직과 관리, 제도적 요

인과 앱의 발전수준에 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스

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정부가 질적 고도화 수준으로 접어들었으며 해당

발전수준에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제도와 조직, 관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있었다.

정병걸, 김석주, 명승환 (2005)은 전자정부 서비스 경험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평가하고 이용자 만족도의 영향요

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용성과 접근성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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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공급자 관점에서 정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대민서비스 제공

에 한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최연태, 권경환, 김주현(2016)은 공공 모바일 앱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차원의 이용자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셜미디어

의 정치적 이용도, 인터넷 활용도, 학력 수준이 전반적인 공공앱 이용도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소득수준은 생활/여가 부

문의 공공앱 영향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정수희 외(2013)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앱 서비스 관계자를 제공자,

개발자, 사용자로 구분하여 인터뷰 방식을 통한 질적연구로써 부산시 공

공 앱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한다. 또한, 인터뷰 결과를 통해

공공앱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으로 관리조직 및 체계 정비, 홍보전략, 공

공정보의 개방 및 활용 증대를 제시한다.

김대욱, 윤영근(2016)은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앱 구축 실태를 조사하고,

서울시 사례를 통해 제도적 지침의 미비와 투입된 비용 대비 저조한 활

용도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수요의 파악과 쌍방향 상호

작용앱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적절한 관리체계 설계와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종철(2018)은 서울시의 공공앱과 행정앱 등 모바일앱의 폐기 및 운

영현황을 살펴보고, 낮은 이용률과 개발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제외 등

제도적 문제 및 실질적인 앱 개선 부재 등을 지적한다.

김준형(2019)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정보기술

활용의 지속과 발전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요인, 활용요인, 상호작용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바일 앱의 활용과 지속에 관한

생존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공급 요인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함을 확인하고, 그 이외의 활용 및 상호작용 요인이 정보시스템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기술과 사회가 상호작

용하는 순환적 관계에 있음을 보이게 된다.

이수인 외(2019)는 정부24와 범정부EA포털에 등록된 공공앱의 현황과

유형별 성과 차이를 제시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공공 앱의 서비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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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의료/복지, 교육/학습, 내부 행정, 외부 행정/민원, 교통/안전/재난,

문화/관광/전시로 구분된다. 상기 6가지 서비스 유형에 따른 성과측정

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며, 동일 서비스 유형 내 담당기관 유

형별 차이 역시 존재한다. 더 나아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관리를 달성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공공 앱의 생애주기

관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3.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공앱의 지속 및 현황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비교하여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이 선행연구를 보완한다. 김준형(2019)의 연구는 정보기술 활용

의 지속에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여 제시한 의의가 있으나, 해당 연구가

행정안전부의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지

방자치단체의 공공 앱을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

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전반의 정보기술 지속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자치단

체의 수준에 따른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역시 한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당 연구에 대한 후속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안

전부의 앱 폐기 권고에 따른 실증적인 폐기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공공 앱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범위까지 포괄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수준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 각 정부 수

준별로 상이한 폐기 영향요인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공공 앱의 공급요인을 조직역량과 제도배열에 한정하여 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지방자

치단체장의 정치적 요인이 공공 앱의 제공과 폐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수인 외(2019)의 연구는 공공 앱의 범위를 대민서비스로 한정하는

행정안전부의 분류와 달리 내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앱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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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서비스 유형에 따른 성과 측정

시 여타 유형에 비해 내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의 성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 앱과 행정

앱의 서비스 대상이 상이함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의 필요성

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 앱의 범위를 행정

안전부의 지침과 공공 앱 운영현황에서 파악한 바에 따라 대민서비스로

한정하여 내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배제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해당 연구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수준이 상이함이 확인되었으나, 이 역시 ‘다운로드 수’ 등 정량적인 성과

지표에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기

관유형 내부에서의 앱의 폐기요인을 비교함으로써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담당기관 유형 내에서의 앱 성과관리에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연구의 한계로 앱의 생애주기 분석 부재로 성과관리 측면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19년 성과관리지침 개정으로 인해 해당 연구

에서 제시한 정량적인 변수 외의 요인이 성과측정 결과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앱의 서

비스 착수부터 폐기까지의 생애주기를 분석하고 앱의 폐기에 주요한 추

가적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포함하여 전자정부

서비스 전반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존의 연구는 한국 전자정부의 현황에

관한 다양한 사례연구와 수준에 관한 분석 등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

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식적인 행정안전부

의 자료를 통해 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생존 및 폐기 시에도 정보시스템

의 성공 요인이 정보기술과 순환관계를 형성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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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앱 서비스 성과 측정 및 폐기 관리 시행의 실효성

및 해당 데이터를 통한 앱 폐기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의미

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요인의

공공 앱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하여 살펴본다는 의의가 있

다.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선거

를 통해 기관장을 선출하며, 이에 따라 기관장의 정치적 의지가 공공 앱

서비스 제공 및 폐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

아가 이러한 정치적 요인에 대한 고려는 기존의 정보시스템 성공 모형에

서 제시한 환경 요인이 실제적으로 공공 앱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 공공 앱 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

는 정보기술의 동태적인 특성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공 앱의 폐기

여부 및 폐기까지의 지속기간을 살펴본다. 이는 공공 앱의 특정 시점에

서의 정태적 발전 수준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 공공 앱에 관한 패널 데이

터를 구축하고 앱의 생애주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네 번째로, 앱 마켓을 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 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앱의 폐기요인

을 정부 수준별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기존의 연구들이

안드로이드 마켓을 위주로 제공되는 앱 서비스, 중앙행정기관의 공공 앱,

특정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 앱, 기초자치단체의 공공 앱만으

로 연구대상을 한정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앱 마켓과 관계없이 정

부EA포털에 등록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직접 제공 앱

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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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의 가설과 모형

1. 연구의 분석틀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2. 연구의 가설

(1) 정보·기술 요인(앱 자체요인)

새로운 기술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쉽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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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할 수 있게 될수록 정보시스템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

다. 이를 공공 앱에 비추어볼 때, 성공적인 공공 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현 목적으로서 앱을 통한 정보 제공과 유형이 잘 부합해야

할 것이다(정희정, 2014). 특히 행정서비스가 아닌 대민서비스로서의 공

공 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 앱의 사용자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쉽

게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수 있으며, 이때 이

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사용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

다. 이에 따라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이 앱의 서비스 기간에 직접

적인 영향요인이 될 수 있는지 그 성공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을 제

시할 수 있다.

가설 1 : 공공 앱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공공 앱 서비스의 유지 기간

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2) 정치적 요인

정치적 요인은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특성과 주변

기관의 제도적 배열을 통해, 혹은 직접적으로 실제 대민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엄석진, 2020; Gil-Garcia, 2020).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주기적인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며, 이러한 기관장의

교체가 실제적으로 SNS의 활용도 등 정부 서비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

침이 확인되었다(엄석진, 2020). 또한,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과 지방의회

의 다수당이 일치할수록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행정·재정 측면의 견제기

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는 등(박소정, 2021), 지방자

치단체의 정치적 특성이 행정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제시되어

왔다. 이와 같이 대민서비스로서 공공 앱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경쟁의 수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의 일

치 여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 앱을 둘러

싼 환경적 요인으로서 이러한 정치적 요인들이 실제적으로 공공 앱의 서

비스 지속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실증적 확인을 위한 가설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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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가설 2 :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정치적 요인은 공공 앱의 서비스의

유지 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경쟁의 수준에 따라 행정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 앱 서비스의 유지 기간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2 :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의 일치

여부에 따라 공공 앱 서비스의 유지 기간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3) 조직 요인

공공조직의 정보기술 도입과 활용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내부적 역량이 요구된다(Gil-Garcia, 2012). 이때

내부 역량으로서 전담조직의 수준은 공공조직의 정보기술 역량의 핵심이

라 할 수 있다. 조직의 지도자가 정보기술의 구축과 활용에 관심을 가지

고 자원을 동원한 결과가 기관 내 정보화 전담 조직의 위상 등에 반영됨

으로써 수준 높은 정보기술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준형, 2019).

이러한 정보기술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관심은 정보기술을 담당하는 기

관의 조직 인프라 수준에 반영되어 정보기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관의 조직 인프라 수준으로서 조직요인은 정보기술 전담조직

의 담당 업무 개수 및 전체 공무원 현원 대비 정보화 인력 비율 등을 통

해 파악될 수 있다(Gil-Garcia, 2020). 따라서 공공 앱의 폐기까지의 서

비스 기간 역시 전담조직의 수준 및 정보화인력 현원 비율 등 조직요인

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설 3 : 공공 앱을 생산하는 기관의 조직 특성은 공공 앱 서비스의

유지 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 전담 조직의 담당 업무 개수가 많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

공되는 공공 앱 서비스의 유지 기간이 길 것이다.

가설 3-2 : 정보화 담당 인력의 비율이 높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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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 앱 서비스의 유지 기간은 길 것이다.

(4) 제도 요인

제도배열은 정보기술의 선택, 설계, 실행, 활용의 주기를 설명하는 핵

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제도배열이 정보기술을 둘러싼 행위자의 상호작

용을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Mignerat and

Rivard, 2009). 특히 정보기술 아젠다로서 정보화 개발계획의 존재 등은

전자정부의 성공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어 왔다(Gil-Garcia, 2020; 김준형,

2019). 따라서 공공 앱 역시 전자정부 서비스로서 이러한 성공요인에 영

향을 받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공 앱

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화 기본계획 등에 근거하여 공공 앱을 제공하는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상이

한 제도적 배열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 앱의 폐기까지의 제공 시간이 영

향받을 수 있다.

가설 4 : 공공 앱을 생산하는 행정기관의 제도적 배열은 공공 앱 서

비스의 유지 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 디지털 아젠다가 존재하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

공 앱은 서비스 유지 기간이 길 것이다.

가설 4-2 : 정보화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기관에 의해 제

공된 공공 앱은 서비스 유지 기간이 길 것이다.

제2절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 공공 앱의 서비스 유지 기간

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

템으로서 공공 앱의 폐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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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로서 공공 앱의 폐기 여부와 폐기 사건

발생까지의 공공 앱의 생존 기간을 동시에 고려한다. 우선적으로, 공공

앱의 폐기를 ‘정보시스템의 실패’로 가정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

공 앱의 폐기가 일어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데이터를 변환

하고 이를 생존기간과 결합하여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생존기간이 길수록 정보시스템이 보다 높은 성공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가정하여 공공 앱의 제공 시점부터 폐기까지의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존기간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서, 시스템 등록을 통

한 서비스 제공 시점부터 폐기가 일어난 시점까지의 시간을 개월 수로

측정하여 파악한다. 이때 폐기일의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성과측정 결과

게시일로 한다. 이에 따라 2018.03.19., 2018.12.17., 2020.03.19., 2020.12.29.

일자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성과측정 및 정비 대상이 되는 앱이 분석

에 활용된다.

2. 독립변수

1)기존 성과측정요인의 독립변수 설정 여부

정보시스템은 그 폐기 여부에 따라 성공이 결정되며, 생존 기간 등 동

태적인 속성을 통해서도 그 성공여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

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한 시스템에 대한 폐기여

부를 결정하게 될 경우, 성과 측정 지표는 시스템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

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

하는 성과측정의 요인으로서 사용자 만족도 및 다운로드 수, 접근성 등

의 특성을 배제하고, 이론적 모형을 통해 제시된 요인들이 공공 앱의 성

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새로운

고려요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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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립변수의 제시

(1) 정보·기술 요인(앱 자체요인)

앱의 자체요인으로서 정보·기술요인은 공공 앱의 서비스 유형으로 측

정될 수 있다. 이수인･강유빈･허덕원(2019)의 논문은 GEAP에 등록된 앱

의 서비스명과 주요 내용에 관한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공공 앱의 서비스

유형을 '의료/복지, 교육/학습, 내부 행정, 외부 행정/민원, 교통/안전/재

난, 문화/관광/전시' 등 6가지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모바일

대민서비스로서 공공 앱이 아닌 모바일 내부행정 서비스로서 행정앱을

포함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를 바탕을 공공 앱의 유

형을 ‘여행·관광, 안전·건강, 교육·학습, 뉴스·정보, 민원·상담, 금융·쇼핑’

으로 분류한 후, 서비스 유형에 따라 공공 앱의 폐기 여부 및 생존기간

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 공공 앱의 서비스 유형

연구자 주제 서비스 유형

조희정, 이

승현(2011)

공공 앱 현황

과 발전방안

경제, 기관 및 정책 안내, 여행 및 지역,

문화, 사전 및 법률, 의료, 어린이, 여성,

복지, 치안, 민원, 교통, 고용

김대욱, 윤

영근(2016)

지방자치단체

공공애플리케

이션의 실태

와 개선방안

교통, 보건･의료, 환경, 문화･관광, 교육,

행정･민원, 안전･방재, 산업, 기타

정희정, 김

준형, 엄석

진(2016)

스마트폰 기

반 모바일 전

자정부의 발

전수준 측정

및 영향요인

분석: 지방자

여행 및 지역정보, 라이프스타일, 교통,

뉴스 및 잡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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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수인 외(2019), 전자정부 모바일 앱 서비스 유형에 따른 현황

및 성과 분석의 표를 재구성

(2) 정치적 요인

정치적 요인은 두 개의 변수로 측정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

단체장의 정치적 경쟁의 수준은 각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1위 후보와 2

위 후보의 득표율 격차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Gil-Garcia, 2020) 이에

따라 공공 앱이 제공된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간

득표율의 격차를 조사하여 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

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의 일치 여부 역시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및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예산 수준에 대한 지

방의회의 견제 기능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박소정, 2021),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지방의회 내 의원 비율 측정

치단체의 스

마트폰 모바

일 애플리케

이션을 중심

으로

김 준 형

(2019)

정보기술 활

용의 지속과

발전경로에

대한 결정요

인 연구: 지

방자치단체의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일, 여행 및 지역정보, 커뮤니

케이션, 뉴스 및 잡지, 교통

행정안전

부, 한국정

보화진흥

원(2020)

전자정부서비

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보

고서(2020)

생활·여가, 행정·민원, 경제활동·취업, 지

식·정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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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 정

당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3) 조직 요인

조직요인은 전담 조직의 수준과 정보화 담당 인력 수준 두 개의 변수

로 측정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전담 조직의 수준으로서 공공 앱을 포괄

하는 정보화기술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의 위상은 정보화 전담 조직이 담

당하는 업무 개수로 정의될 수 있다(Gil-Garcia, 2020). 이때 전담 조직

이 담당하는 업무 개수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부처 홈페이지 조직도에

서 제시하는 정보화담당관 등 전담 조직 소개란에 기재된 업무 개수로

이를 파악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역정보화백서에서 제시된 자

료를 기준으로 파악한다. 두 번째로, 담당 조직의 인력 수준은 정보화 담

당 인력의 비율로서 기관 내 총 현원 대비 기관 내에서 정보화기술을 담

당하는 인력의 현원 수 비율로 정의될 수 있다.(Gil-Garcia, 2020) 이 역

시 중앙행정기관은 부처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정보화 관련 내용을 담당

하는 인력의 조직 내 총 현원 대비 비율을 파악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

역정보화백서를 통해 해당 자료를 수집한다.

(4) 제도 요인

제도 요인은 두 개의 변수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아젠다는 공공 앱 제공기관의 정보화 사업에 관한 운영계획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공 앱과 관련한 민선6

기 및 7기의 시정/군정/구정 운영 4개년 계획 내 정보화 사업의 존재 유

무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는 지역정보화백서로부터

수집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해당 기본계획이 외부 용역을 통해 수립되었

는지,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수립하였는지 역시 디지털 아젠다의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Gil-Garcia, 2020). 이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정보화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가

변수를 설정하여 이를 측정한다. 이러한 자료 역시 지역정보화백서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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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통해 수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 앱이 제공된 시점에서의 디

지털 아젠다의 유무 및 해당 계획의 자체적 수립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

다.

3. 통제변수 : 기관 유형

행정기관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 기관 유형을 통제

하고자 한다. 기관 유형에 따른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와 군 단위 기초자

치단체,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 앱인지를 각각 가

변수로서 측정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

4. 자료의 출처

[표 3-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개념적 정의와 출처

독립변수 개념적 정의 출처 근거

정보·

기술

요인

공공앱의

서비스 유형

-여행·관광,

안 전 · 건강 ,

교육 ·학습 ,

뉴 스 · 정 보 ,

민원 · 상담 ,

금융·쇼핑 등

6가지 서비스

유형

-모바일 대민

서비스 앱(공

공앱) 성과측

정 및 정비계

획 검토 결과.

- 조희정, 이승

현(2011), 정

희정, 김준형,

엄석진(2016),

김준형(2019),

이수인･강유

빈 ･ 허 덕 원

(2019), 행정

안전부, 한국

정보화진흥원

(2020)

정치

요인

지방자치단

체장의 정치

적 경쟁의

수준

-지방선거 결

과에 따른 1

위 후보와 2

위 후보의 득

-선거관리위

원회 홈페이지

검색

- Gil-Garcia(2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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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율 격차

지방자치단

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

의회의 다수

당의 일치

여부

-지방자치단

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

의회의 다수

당의 일치 여

부

-선거관리위

원회 홈페이지

검색

- Gil-Garcia(2

020)

조직

요인

전담 조직의

수준

-정보화 전담

조직이 담당

하는 업무 개

수

-각 중앙행정

기관 홈페이지

내 조직도 검

색 / 지역정보

화백서

- Gil-Garcia(2

020)

정보화 담당

인력 수준

-기관 내 총 
현원 대비 정
보화기술 담당 
인력 현원 비
율

-각 중앙행정

기관 홈페이지

내 조직도 검

색 / 지역정보

화백서

- Gil-Garcia(2

020)

제도

요인

디지털

아젠다

정보화 사업

에 관한 운영

계획 유무

-지역정보화

백서

- Gil-Garcia(2

020)

정보화 사업

에 관한 운영

계획의 자체

수립 여부

-지역정보화

백서

- Gil-Garcia(2

020)

통제변수 개념적 정의 출처 근거
기관 시, 군, 구단 시, 군, 구 단 -행정안전부 -김준형(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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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자료의 출처

본 연구에서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실시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공공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의 대상이 되는 모바

일 앱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각 기관에서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 제

공하고 있는 공공앱에 대한 대민서비스 평가 결과를 취합하고 그 정비계

획 내역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mois.go.kr)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16일 현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공공앱) 성과측정 및 정비 결

과.xlsx’에 목록화된 앱을 시간별 및 기관유형별로 정리하여 파악한다.

해당 목록에서는 앱 구동 운영체제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므로, ‘안드로

이드 마켓’과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현재 공공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

는 모든 앱 마켓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비해 그 범위를 넓힌

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기관 구분’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

자체’에서 제공하는 앱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대상 범위를 설정한 이유는

첫 번째로, 본 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앱의 동

태적 특성을 비교하고 각각의 기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요인이 폐기

유형
위 기초자치

단체

위 기초자치

단체에 의해

각각 제공되

는 공공앱인

지 여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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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성과측정지표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실증 데이터상으로 2020년 중앙행정기관의 앱 폐

기율은 8%이나, 지자체의 앱 폐기율은 25%에 이르러 앱의 질적 고도화

수준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앱의 폐기율에 미치는 요인이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공공 앱 전반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기관 수준에 따른 공공 앱을

둘러싼 제반 요인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유의미한 전자정부 대민 서비스

의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공공앱의 수준을 측정하고

공공앱의 지속에 관한 요인을 측정한 선행연구가 공공앱 제공 기관의 수

준을 한정하여 진행되어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거나,

특정 지역의 공공앱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해당 주제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데이터

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포괄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공공앱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고자 함에

따라 연구의 분석 대상을 확장한다.

본 연구 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행정안전부의 공공앱 성과측정이 수행

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공개 데이터가 존재하는 2020년에 한정한다. 이

는 공공앱의 지속에 관한 선행연구가 공공앱 성과측정이 이루어지기 이

전의 앱에 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모바일 앱의 개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

공 앱이 폐기되거나 새롭게 개발됨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는 실제 앱

의 폐기 여부에 반영된다.

이에 최종적으로 이에 최종적으로 연구의 대상은 2021년 9월 16일 현

재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공공앱) 성과측정 및 정비 결과.xlsx’에 등재된 공공앱 중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앱에 해당한

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 유형별로 제공하는 공공 앱의 폐기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서 정보서비스 유형 등 정보 기술요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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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을 둘러싼 정치요인, 정보기술 전담 조직의 위상 등 조직요인,

지역사회의 정보화 역량으로서 기본계획 수립여부 등 제도요인이 주요한

영향 요인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공공앱의 유지 및 폐기에 관한 사전 데이터에 대

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행정기관 수준별 공공 앱의 특성 및 폐기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정보·기술 요인, 정치요인, 조직 요

인, 제도 요인 등과 관련하여 공공앱의 폐기 여부 및 앱의 지속기간에

관한 생존분석을 실시한다.

생존분석이란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생존 시간을 분석하고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사건의 발생 여부만을 고려하는 로짓 분석에 비해 사건의 발생까

지의 시간 내용을 포괄하여 심화적인 동태적 분석이 가능해진다. 주어진

폐기/생존 자료에 대한 생존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집단에 따른 생존함수

차이 및 생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량을 찾아내어 관계의 정도를 구

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해당 모형은 앱의 생존 범위가 각기 다른

중도절단 자료(censored data)에 대해 위험함수를 추정하고 생존기간의

연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강선애, 2021; 이다은, 서

원석, 2019).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방법으로서 공공 앱의 폐기 사건 발생 여부

를 종속변수로 두고 폐기율을 계산하여 유지되는 앱과 폐기되는 앱의 차

이를 비교한다. 이때 데이터의 ‘유지’와 ‘개선’을 0, ‘폐기’를 1로 두어 폐

기 위험율을 파악한다. 또한,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생존기간 차이를 파악

할 수 있는 단변량 캐플란-마이어 모형과 다변량 모형으로서 Cox 비례

위험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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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공 앱 폐기의 영향요인 분석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결과

1. 종속변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행정안전부의 공공앱 성과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된 총 168개의 공공 앱 중 52개가 폐기되었으며,

그 생존기간은 평균 63.11개월에 해당한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는 총 161개의 공공 앱 중 49개가 폐기되었으며, 그 생존기간은 평균적

으로 54.8개월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 앱의 경우에는 총

396개의 앱 중 180개의 앱이 폐기되어, 가장 높은 폐기율인 45.5%의 비

율을 보였다. 또한, 공공 앱의 생존기간 역시 평균 약 47.27개월로 가장

낮아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6개월 가량 적은 기간동안 생

존했고, 최대 생존기간 또한 114개월로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14개월이

적다.

[표 4-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관측치

(개)

평 균

(월)

표준

편차

최소값

(월)

최대값

(월)
중

앙

행

정

기

관

폐기

여부

0 : 유지
116

(69.0%)
- - - -

1 : 폐기
52

(31.0%)

생존기간 168 63.11 29.8 4 123

광

역

자

폐기

여부

0 : 유지
112

(69.6%) - - - -
1 : 폐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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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폐기'는 행정안전부에서 폐기권고 및 폐기요구를 한

앱을 대상으로 측정되며, 성과측정 결과 '유지'로 결정되었으나 다음 해

의 성과측정에서 제공기관에 의해 자체적으로 종료된 앱은 생존분석의

관점에서 우측중도절단된 자료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료의 특성을 고려

하였을 때, 우측중도절단된 자료로 인한 오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Kaplan-Meier 곡선을 통한 모바일 앱의 생존확률 분석이 요구된다(김준

형, 2019). 이에 따라 [그림4-1]을 통해 각 기관별로 모바일 앱의 생존확

률을 의미하는 생존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Kaplan-Meier 곡선을 제시한

다.

[그림 4-1] 행정기관별 공공 앱 생존분석

치

단

체

(30.4%)

생존기간 161 54.8 29.3 3 128

기

초

자

치

단

체

폐기

여부

0 : 유지
216

(54.5%)
- - - -

1 : 폐기
180

(45.5%)

생존기간 396 47.27 24 5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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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Meier 생존곡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상의 생존률을 시각

적으로 제공한다.(강선애, 2021) [그림 4-1]에서 제시된 곡선의 분포를

통해 볼 때, 모바일 앱의 지속기간이 증가하면서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앱이, 또한 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앱이 보

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생존확률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앱의 지속기간과 관계없이 50% 이상의 앱이 생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생존기간 90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약 50%의 공공앱만이 생존함에 비해 기초자치단체는 동일 시점에 25%

의 공공앱만이 생존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로그-순위

검정 결과 유의수준 × 에서 지지되므로, 행정기관의 수준에 따라

앱의 생존확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독립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2]를 통해 제시되며, 그 결과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각 기관별로 제

공하는 공공 앱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자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뉴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앱을 28%의 비율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여행관광 목적의 공공앱은 9.5%에 그쳤다. 반면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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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여행관광 목적의 공공앱이 34.8%로 가장 많았고, 금융 및

쇼핑 관련 앱이 2.5%로 가장 적었다. 기초자치단체 역시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여행관광이 33.6%로 가장 많고 금융쇼핑이 0.5%로 가장 적

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정치요인이 고

려되지 않았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 및

의회 의원을 선출하므로, 정치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정치적인 경쟁

의 수준으로서 당선자와 2위의 득표율 차이를 10%p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0%p 이하의 득표율 차이를 보임으로써 높은

수준의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진 지방선거 결과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제

공한 공공앱은 41%를 차지한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선

거 결과 높은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에 68.7%의 공공앱이 제공되

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신 정당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의 일치여

부에 비추어볼 때, 두 자치단체 모두 정당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30% 이

하의 적은 수의 공공앱이 제공됨을 알 수 있다.

조직요인 수준에서 담당업무의 개수가 7개 이상인 조직이 제공하는

공공앱의 개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41.1%이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70.8%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담당업무의 개수를 3개를 기준으로 분

류하여, 각각 50%씩의 공공앱을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보화

인력비율은 0.5%를 기준으로 하여 정보화인력비율이 높은 조직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58.3%의 공공앱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60.2%, 기초자

치단체는 69.7%의 공공앱을 제공한다.

제도요인 수준에서는 정보화기본계획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

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에서 볼 때, 광역자치단체의 경

우 기본계획 수립에 입각하여 제공된 공공앱이 89.4%였으나, 기초자치단

체의 경우 69.4%로 상대적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앱 제공이 적음

을 알 수 있다. 반면 기본계획의 수립방법에 관하여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제공한 공공앱이 20.4%로 광역자치

단체의 11.2%에 비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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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중앙행정기관(n=168) 광역자치단체(n=161) 기초자치단체(n=396)

정보·기술

요인

여행관광(기준) 16 (9.5%) 56 (34.8%) 133 (33.6%)
안전건강 25 (14.9%) 32 (19.9%) 88 (22.2%)
교육학습 23 (13.7%) 18 (11.2%) 57 (14.4%)
뉴스정보 47 (28%) 23 (14.3%) 46 (11.6%)
민원상담 40 (23.8%) 28 (17.4%) 70 (17.7%)
금융쇼핑 17 (10.1%) 4 (2.5%) 2 (0.5%)

정치요인

정치경쟁

수준

0 : ≤10(%p)
-

66 (41.0%) 272 (68.7%)

1 : >10(%p) 95 (59.0%) 124 (31.3%)

정당일치

여부

0 : 불일치
-

43 (26.7%) 116 (29.3%)

1 : 일치 118 (73.3%) 280 (70.7%)

조직요인

담당업무

개수

0 : ≤6, ≤3 69 (41.1%) 114 (70.8%) 198 (50%)

1 : >6, >3 99 (58.9%) 47 (29.2%) 198 (50%)

정보화

인력비율

0 : ≤0.5 70 (41.7%) 64 (39.8%) 120 (30.3%)

1 : >0.5 98 (58.3%) 97 (60.2%) 276 (69.7%)

제도요인

기 본계 획

수립여부

0 : 미수립
-

17 (10.6%) 121 (30.6%)

1 : 수립 144 (89.4%) 275 (69.4%)

기 본계 획

수립방법

0 : 외주
-

143 (88.8%) 219 (79.6%)

1 : 자체 18 (11.2%) 56 (20.4%)

기관유형

시, 군, 구

단위 기초

자치단체

시 단위(기준)

- -

229 (57.8%)

군 단위 93 (23.5%)
구 단위 74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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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생존분석 결과

1. 생존 모형의 기초 분석 : Kaplan-Meier 생존함수 추정 및

변수별 검정 결과

1) 중앙행정기관

(1)정보·기술 요인

[그림 4-2] 중앙행정기관 공공앱 유형별 생존확률

추정결과

[그림 4-2]는 공공 앱의 자체적인 서비스 유형별 생존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정보·기술요인(자체요인) 1은 여행관광, 2는 안전건강, 3은 교육

학습, 4는 뉴스정보, 5는 민원상담, 6은 금융쇼핑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뚜렷한 생존곡선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행관광

앱과 금융쇼핑 앱이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여행관광 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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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월 전후로 생존확률이 50% 이하로 낮아지나, 금융쇼핑 앱의 경우에

는 앱의 75%가 90개월 이상 생존함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반적인

서비스 유형별 분포에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보여지므로, 이는 적절

한 요인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높다(Chisq= 11.3 on 5 degrees of

freedom, p= 0.05).

(2) 조직 요인

한편, 조직 요인으로서 정보화 담당 조직의 업무 개수와 기관 내 정

보화 담당 인력 비율에 따른 생존확률은 [그림 4-3]을 통하여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특성에 따른 생존확률 추정 결과, 담당업무의 개

수가 7개 이상인 조직에서 제공되는 공공 앱의 생존확률과 그렇지 않은

조직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되

었다(Chisq= 0.9 on 1 degrees of freedom, p= 0.3). 또한, 기관 내 총

공무원 현원 대비 정보화 인력 현원 비율에 따라서도 정보화 인력 수준

이 높은 조직에 비해 그렇지 않은 조직이 제공하는 공공앱의 생존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Chisq=

0.3 on 1 degrees of freedom, p= 0.6).

[그림 4-3] 조직 요인에 따른 생존확률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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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치단체

(1) 정보·기술 요인

[그림 4-4]를 통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앱 서비스 유형별 생존곡

선을 파악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가장 뚜렷한 생존곡선의 차

이를 보이는 것은 자체요인 3 곡선으로서 교육학습 앱과 자체요인 4, 5

곡선으로서 뉴스정보 및 민원상담 앱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학습 앱의 경우 앱의 75%가 75개월 이상 생존하나, 동일 시기에 뉴

스정보 앱의 경우 35%의 생존률만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행정

기관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서비스 유형별 분포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없어, 적절한 요인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낮다

(Chisq= 5.9 on 5 degrees of freedom, p= 0.3).

[그림 4-4] 광역자치단체 공공앱 유형별 생존확률 추정결과

(2) 정치 요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정치적 요인의 유의미

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선거 경쟁의 정도와 정당일치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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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생존확률을 추정하여 [그림 4-5]를 통해 나타내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지방선거 결과 2위와의 득표율 차이로 나타낸 선거

경쟁요인을 통해 볼 때, 선거경쟁이 강하여 득표율 차이가 적은 경우가

득표율 차이가 큰 경우에 비해 높은 공공앱의 생존률을 보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sq=

6.5 on 1 degrees of freedom, p= 0.01).

또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과 지방선거 결과 선출된 지방의회

내 다수당의 일치여부를 통해 볼 때, 정당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일치

하는 경우에 비해 높은 공공앱의 생존률을 보였다. 정당이 불일치하는

경우 모든 앱이 50% 이상의 생존률을 보였으나, 정당이 일치하는 경우

에는 75개월 전후로 생존확률이 50% 이하로 내려감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Chisq= 9.1 on 1

degrees of freedom, p= 0.003)

[그림 4-5] 정치적 요인에 따른 생존확률 추정결과

(3)조직 요인

[그림 4-6]에서는 조직요인이 공공앱에 개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서, 조직의 담당 업무의 수준과 정보화 인력 비율에 따른 공공앱의 생존

확률 차이를 나타낸다. 정보화조직의 수준으로서 해당 조직이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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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개수에 따라 업무 수준이 높은 조직에 비해 낮은 조직이 제공하

는 공공앱의 생존확률이 더 낮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

다.(Chisq= 8.5 on 1 degrees of freedom, p= 0.003)

그러나, 조직 내 정보화담당 인력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화 인력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생존확률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Chisq= 0.2

on 1 degrees of freedom, p= 0.7).

[그림 4-6] 조직 요인에 따른 생존확률 추정결과

(4) 제도 요인

[그림 4-7]을 통해 볼 때, 제도 요인에 따른 생존확률의 추정 결과 정

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와 수립한 경우 간 공공 앱의 생존확

률에 관한 유의미한 차이가 개별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Chisq= 1.1 on 1 degrees of freedom, p= 0.3). 또한, 정보화기본계획이

외주를 통해 수립된 경우와 자체적으로 수립된 경우 간 공공 앱의 생존

확률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Chisq= 0.2 on 1

degrees of freedom, p=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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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제도 요인에 따른 생존확률 추정결과

3) 기초자치단체

(1) 정보·기술 요인

[그림 4-8]은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앱 서비스 유형별 생존곡선을 나타

낸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다수의 공공앱이 서비스 유형별로 생존확

률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유형 6

에 해당하는 금융쇼핑 앱의 수가 현저하게 적으므로, 이를 배제하였을

때 가장 높은 생존확률을 보이는 것은 유형 3인 교육학습 앱이다. 그 다

음으로는 뉴스정보 앱, 민원상담 앱, 여행관광 앱, 안전건강 앱 순으로

높은 생존확률을 보이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

앱 서비스 유형별 생존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이 확인되었다(Chisq= 31.9 on 5 degrees of freedom, p= 0.000006).



- 49 -

[그림 4-8] 기초자치단체 공공앱 유형별 생존확률 추정결과

(2) 정치 요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역시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요인의

유의미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선거 경쟁의 정도와 정당일치 여

부에 따른 생존확률을 추정하여 [그림 4-9]을 통해 나타내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지방선거 결과 2위와의 득표율 차이로 나타낸 선거

경쟁요인을 통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와는 달리 득표율 차이가

적은 경우와 득표율 차이가 큰 경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생존률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Chisq= 1.1 on 1 degrees of

freedom, p= 0.3).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과 지방선거 결과 선출된 지방의

회 내 다수당의 일치여부를 통해 볼 때, 정당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일치하는 경우에 비해 높은 공공앱의 생존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Chisq= 3.9 on 1 degrees of

freedom,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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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정치적 요인에 따른 생존확률 추정결과

(3) 조직 요인

[그림 4-10]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이 조직요인이 공공앱에 개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서, 조직의 담당 업무의 수준과 정보화 인력 비율에 따

른 공공앱의 생존확률 차이가 드러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와 달리 기

초자치단체는 정보화조직의 수준으로서 해당 조직이 담당하는 업무의 개

수에 따라 업무 수준이 높은 조직에 비해 낮은 조직이 제공하는 공공앱

의 생존확률 차이에 통계적 유의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Chisq= 0.3

on 1 degrees of freedom, p= 0.6)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조직 내 정보화담당 인력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화 인력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생존확률의 차이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hisq= 0.8 on 1 degrees of

freedom, 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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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조직 요인에 따른 생존확률 추정결과

(4) 제도 요인

[그림 4-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제도 요인에 따른 생존확률의 추

정 결과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와 수립한 경우 간 공공

앱의 생존확률에 관한 유의미한 차이가 개별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Chisq= 0 on 1 degrees of freedom, p= 0.8). 또한, 정보화

기본계획이 외주를 통해 수립된 경우와 자체적으로 수립된 경우 간 공공

앱의 생존확률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Chisq=

0.4 on 1 degrees of freedom, p= 0.5).

[그림 4-11] 제도 요인에 따른 생존확률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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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을 통해 생존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Cox 회귀분석은 생존시간과 하나 이상의 예측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복수의 요인을 동시에 통계모델에 투입함으

로써 모델에 포함된 다른 예측변수들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각 예측변

수가 사건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때문이다. 이때 위험비가

생존기간 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비례위험가정이 성립되어야 하

며, p>0.05를 만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례성 검정 결과 모든

회귀분석에서 p>0.05임이 나타나게 되어 별도의 시간보정을 실시하지

않고 Cox 비례위험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Cox 비례위험 분석을 실시하면서, 추정결과의 해석은 회귀계수를 사

용하는 경우 추정회귀계수가 +인 경우에 변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위

험률이 커진다는 의미이며, -인 경우 그 반대로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범주형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회귀계수가 기존 범주인 '0'의 범주 대비

'1'인 범주의 위험률의 증감을 나타내게 된다. 이 때 회귀계수가 -로 나

타난다면, 이는 '1'로 나타낸 범주의 위험률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Cox 회귀분석 결과가 유의미하게 제시되었는지 검정하

기 위해 우도비검정(Likelyhood Ratio test) 및 왈드 검정(Wald test), 로

그순위 검정(Score (logrank) test)을 실시한다. 이때 표본 수가 적은 경

우 우도비검정이 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앞서 Kaplan-Meier 모형을

통해 정치, 조직, 제도 요인 중 각각 보다 유의미하게 제시되었던 요인들

을 한 가지씩 포함해 선정한 모형을 구성하여 기관별로 분석한다. 이후

제시된 모든 요인을 포함한 모형을 구성하여 유의미한 요인을 분석한다.

Kaplan-Meier 분석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정보·기술 요인만이

유의미하게 선정되어 모형 1을 구성하며, 그 이후로 주어진 모든 요인을

포괄하는 모형 2를 통해 유의미한 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에서는 정보·기술요인 이외에 정치요인에서 보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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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치여부, 조직요인에서 보다 유의미했던 담당업무개수, 제도요인에서

는 기본계획 수립여부를 선정하여 모형 3을 구성한다. 모형 4는 광역자

치단체의 영향요인을 모두 포괄하여 구성한다. 기초자치단체도 이와 마

찬가지로 모형 5 및 모형 6을 구성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이렇게 수행된

Cox 비례위험 분석의 결과는 [표 4-3]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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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

변수

모형1_중앙 모형2_중앙 모형3_광역 모형4_광역 모형5_기초 모형6_기초

B추정값
(표준오차)

B추정값
(표준오차)

B추정값
(표준오차)

B추정값
(표준오차)

B추정값
(표준오차)

B추정값
(표준오차)

정 보 · 기
술요인

안전건강
-1.334*
(0.559)

-1.327*
(0.578)

-0.284
(0.513)

-0.523
(0.537)

0.383†
(0.202)

0.365
(0.203)

교육학습
-0.953†
(0.528)

-0.918†
(0.530)

-0.479
(0.638)

-0.736
(0.657)

-0.944***
(0.264)

-0.957***
(0.267)

뉴스정보
-0.874*
(0.415)

-0.879*
(0.418)

0.683†
(0.394)

0.702†
(0.399)

-0.599*
(0.262)

-0.551*
(0.265)

민원상담
-0.850†
(0.442)

-0.812†
(0.446)

0.283
(0.387)

0.196
(0.409)

-0.252
(0.224)

-0.276
(0.226)

금융쇼핑
-1.782**
(0.669)

-1.808**
(0.684)

0.038
(1.075)

0.357
(1.095)

정치요인

정치경쟁수준
1.200**
(0.412)

-0.125
(0.179)

정당일치여부
0.938*
(0.418)

0.370
(0.455)

0.345*
(0.172)

0.391*
(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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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요인

담당업무개수
-0.013
(0.299)

-0.853*
(0.413)

-1.761***
(0.504)

-0.046
(0.210)

-0.041
(0.211)

정보화인력
비율

-0.203
(0.295)

1.365**
(0.446)

-0.106
(0.177)

제도요인

기본계획
수립여부

0.845
(0.549)

1.197*
(0.562)

-0.122
(0.170)

-0.111
(0.180)

기본계획
수립방법

-1.110†
(0.586)

0.019
(0.249)

단위
군

0.092
(0.243)

0.078
(0.247)

구
-0.413†
(0.249)

-0.475†
(0.265)

Likelihood ratio test 9.78(5)† 10.3(7) 23.75(8)*** 37.15(11)*** 40.77(9)*** 41.62(12)*
Wald test 10.23(5)† 10.76(7) 20.11(8)*** 30.53(11)*** 37.73(9)*** 38.66(12)*
Score (logrank) test 11.37(5)* 11.89(7)† 22.33(8)*** 35.33(11)*** 39.98(9)*** 40.95(12)*
N 168 168 161 161 396 396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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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공공앱의 정보·기술 요인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 모형 1과 모형 2의 경우, 앞서 제시된 Kaplan-Meier

모형의 분석결과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기술 요인 중

여행관광 유형을 준거집단으로 두고 가변수를 구성하여 Cox 비례위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모형 1에서는 모든 요인의 회귀계수가 음

의 값을 가짐으로써 여행관광 유형이 여타 유형보다 높은 공공앱 폐기

위험률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형 2에서 역시 모형 1에

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공공앱의 위험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앞서 제시된

Kaplan-Meier 모형의 분석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유의미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모형 3에서는 앞

서 유의미하게 제시된 정치적 요인 중 정당일치여부 및 조직요인으로서

담당업무개수를 포함하여 정보·기술요인과 제도요인으로서 정보화기본계

획 수립여부 요인을 포괄한다. 이때 정보·기술 요인의 경우 공공앱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여행관광 유형을 역시 준거기준으로 파악하

여 가변수를 구성한다. 분석 결과, 정보·기술 요인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

값을 보이지 않으나 정당일치여부와 담당업무개수가 크게 유의미하게 나

타남을 확인하였다. 정당일치여부의 경우 회귀계수가 0.938로 정당이 불

일치하는 경우 공공 앱의 폐기 위험률이 더 낮음을 보인다. 또한, 담당업

무개수의 회귀계수가 -0.853임에 비추어 담당업무개수가 많을수록 공공

앱의 폐기 위험률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모든 요인을 포괄하는 모형 4에서는 모형 3과

달리 정치경쟁수준이 포함됨으로써 정당일치여부보다는 정치경쟁수준의

요인이 보다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이때 회귀계수는 1.2로, 이는 다른 요

인들이 통제되는 경우 정치경쟁수준이 높을수록 공공앱의 폐기 위험률이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담당업무개수뿐만 아니라

정보화인력 비율이 높은 경우에 공공앱의 폐기 위험률이 낮음을 볼 수

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공공

앱의 폐기 위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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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에서의 유의미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모형 5에

서는 정보·기술요인 중 특정 유형의 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역시 Kaplan-Meier 모형의 분석을 통해 파악한 바와 같이 정보·기술요

인의 특성이 달라지면서 해당 앱의 폐기 위험률 역시 낮아지게 되는 것

이다. 예컨대 교육학습 유형의 경우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여행관

광 유형의 공공앱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위험률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치요인으로서 정당일치여부 역시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

은 수준이기는 하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회귀계수가 0.345로서 정당이 불일치하는 경

우 공공 앱의 폐기 위험률이 더 낮음을 보인다. 또한, 모형 6에서 모든

요인을 포함하여 파악한 경우에도 여러 변수들을 상호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정보·기술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요인으로서 정당일치여부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모형 분석 결과의 논의

단변량 변수에 관한 Kaplan-Meier 모형을 통한 생존분석과 다변량

변수에 관한 Cox 비례위험 모형을 통한 생존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앙

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앱의 유지 기간

과 관련하여 각각 다른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우선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제시된 정보·기술요인과 조직

요인 중 정보·기술요인만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특히 Kaplan-Meier 모형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Cox 분석을 통해

서도 여행관광 유형의 공공앱이 다른 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위험

률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치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중앙

행정기관과 다른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앱의 자체적인

정보·기술 특성을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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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해 정치적인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존재함이 제시되었기 때문

이다. 모형 3을 통해 Kaplan-Meier 모형의 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요인들 중 정당일치여부가 공공앱의 생존시간 및 생존확률에 강하게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모형 4를 통해 정치적 경쟁수준 역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보시스템의 성공이

조직요인 및 제도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하고, 정치요인 역시 실증적

으로 공공앱의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이

론적 모형을 검증하는 의의를 갖는다. 다만, 모형 3에서 제시된 것과 달

리 모형 4에서 정당일치여부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은

정당일치여부 등 정치적 요인이 실제로는 조직요인 및 제도요인에 영향

을 미침으로써, 해당 요인들이 통제된 경우에는 공공앱의 생존 확률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보·기술요인이 비교적 유의미한 요

인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모형 5

와 모형 6 모두에서 여러 변수를 상호적으로 통제한 경우에 정보·기술요

인 각 유형을 비교하여 준거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의 위험률을 가지는

유형이 존재함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정당일치여부의 요인이 일정 수준 유효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치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선거경쟁이 보다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것과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선거경쟁수준에 비해 지방의회의 견제 여부가 공공

앱의 유지 기간 및 폐기 위험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

이는 것이다.

위와 같이 공공앱의 유지에 정치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

민 서비스로서 공공앱의 성과측정이 정치적인 성과와 직결될 수 있기 때

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선거 승리가 지방자치

단체장의 중앙정치로의 진입을 위한 기반으로 인식됨으로써 정치적 특성

이 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엄석진, 2020). 이때 공공앱의 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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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해지므로,

정치적인 경쟁이 강할수록 더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 원활한 공공앱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앱 폐기율이 낮아져 공공앱이 오랜 기간 유지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의 행정적 성과를 통한 선거경쟁이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선거경쟁요인에 비해 다른 정치적 요인이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예산 심사 및 지방 정부 견제 기능을 수행함을 고

려할 때,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지자체장의 출신 정당이 불일치하는 경우

에 공공앱이 보다 오랜 기간 유지된다는 분석 결과가 타당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공앱에 대한 예산이 삭

감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앱의 품질을 높이고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공공앱 자체가 의회 내의 주요 의제로 작용하지 않

는 경우에도 향후 서비스 수준 및 성과 측정 결과 비판의 대상이 될 가

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공공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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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공앱의 폐기까지에 이르는 서비스 기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에 제시되었던 정보·기술

요인 및 내부적인 조직 요인, 제도 요인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으로서

공공앱을 둘러싼 정치적인 환경 요인이 공공앱의 폐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공앱의 폐기에는 실질적으로 행정

안전부에서 실시한 공공앱 성과측정의 결과가 반영되었다. 또한, 연구의

대상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제공하는 공

공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행정기관 단위에서 제공하는 공공앱에 서로

다른 영향요인들이 존재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Kaplan-Meier 모형을

활용한 생존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요인들이 각각 공공앱의 폐기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보·기술요인

이 공공앱의 폐기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도록 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요인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앱의 폐기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생존분석 결과,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정보·기술

요인이 아닌 정치요인으로서 정치적 경쟁의 수준과 정당일치여부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직요인 중 정보화 담

당 조직의 수준은 폐기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정보화

인력 비율 및 제도요인으로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여부와 수립방법은

개별적으로 작용하였을 때 영향력을 갖지 않음이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생존분석 결과, 모든 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정

도의 정보·기술요인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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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일치여부가 개별요인으로서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다만, 기초자치단

체의 경우에는 정치적 경쟁의 수준이나 조직 요인, 제도 요인이 개별적

으로 작용하였을 때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Kaplan-Meier 모형을 토대로 유의미한 요인을 추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영향요인에 관한 추정 모형을 구성한 뒤 Cox 비례위험 모형을

통해 추출된 다수의 요인들이 공공앱의 폐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때 각각의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공

앱의 생존율에 위험인자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지 살펴볼 수 있었

다. 이러한 Cox 비례위험 모형을 통해 결과적으로 실시된 가설 검정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설 1인 '공공 앱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공공 앱이 폐기되기까

지에 걸리는 기간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는 중앙행정기관의 모형 분

석 결과에 의해 지지되었다. 또한, 가설 2-1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경쟁의 수준에 따라 행정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 앱의 폐기되기까지

에 걸리는 기간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는 광역자치단체의 모형 분석

결과에 의해 지지되었으며, 가설 2-2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

방의회의 다수당의 일치 여부에 따라 공공 앱이 폐기되기까지에 걸리는

기간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모형 분석 결과에 의

해 지지되었다. 결과적으로 가설 2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정치적 요인

은 공공 앱의 폐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

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 앱에 대해 부분적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

다.

가설 3-1 '전담 조직의 담당 업무 개수가 많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공

되는 공공 앱은 폐기되기까지에 걸리는 기간이 길 것이다.'와 가설 3-2

'정보화 담당 인력의 비율이 높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 앱은

폐기되기까지에 걸리는 기간이 길 것이다.'는 광역자치단체의 모형 분석

결과에 의해 지지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가

설이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 3 '공공 앱을 생산하는 기관의 조직

특성은 공공 앱의 폐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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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공공앱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모형 분석 결과 가설 4-1 '디지털 아젠다가 존재하는 행정기관

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 앱은 폐기되기까지에 걸리는 기간이 길 것이다.'

와 가설 4-2 '정보화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기관에 의해 제공

된 공공 앱은 폐기되기까지에 걸리는 기간이 길 것이다.' 역시 광역자치

단체의 모형 분석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이에 따라 가설 4 '공공 앱을

생산하는 행정기관의 제도적 배열은 공공 앱의 폐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는 중앙행정기관과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에서는 기각되며, 광역자치

단체에 대해서는 채택된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첫째, 본 연구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앱을 제공기관별로 중앙

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이 공공앱

의 유지 기간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

가 중앙행정기관 수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이를 통합하여 분석함으로

써 각각의 기관 수준에서 유의미한 요인을 찾아내어 기존 연구를 보완하

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보·기술 요인의 유의미

성이 확인되어, 공공앱의 유지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폐기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쇼핑 및 안전건강 유형의 공공앱을 제공하고 여행

관광 등 지역에 특화된 공공앱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직요인과 제도요인이 타 기관 수준과 달리 공공앱의 유지 기간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공앱에 관한 선

행연구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유의미

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공급 측면의 요인에 대해 그 영향력을 공공앱 제

공기관별로 새롭게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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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기반

의 공공 앱 성과 측정 및 폐기 권고에 따른 앱 폐기여부를 연구 대상으

로 함으로써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식적인 최신의 데이터에 기반하

여 이론적 모형을 실제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존재한다. 그

결과 공공앱의 성과 측정이 시행됨에 따라 기관별로 공공앱의 폐기 위험

률을 낮추기 위해 공공앱의 정보·기술적 특성 등의 고려사항을 시사할

수 있다.

셋째, 공공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정

보·기술요인 및 기관의 공급 요인인 조직요인, 제도요인에 한정하지 않

고 공공앱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정치적 요인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기관

장에 대해 행정서비스의 평가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며, 공공 앱 역시

대민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정치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특

성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정치요인이 공공앱의 폐

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신 정당과 지방 의회를 구성하는 다수당의 정당일치

여부 역시 정치적 요인으로서 공공앱의 폐기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정당일치여부

요인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공공앱의 유지 기간에 미치는 정치적 요

인의 영향력이 두드러짐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적으로, 기관장

의 정치경쟁 수준과 관련한 정치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은 중앙행

정기관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여타 조직요

인이나 제도요인 역시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선거경쟁요인이 자체적으로 영향력을 가질뿐만 아니라 조직요인과 제도

요인에 대해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은 경계해야 할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서비스의 품질 제고는 선거

경쟁의 수준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시계 하에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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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위해 그 제반 공급 요인 역시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정책 목적

에 맞게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

과 관련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 간 정당 불일치를 통한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상

호 견제가 확실하게 작용해야 함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정

당 일치 상황에서도 의회의 견제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공공

앱의 폐기에 따른 예산의 낭비와 정책 수준 저하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의 한계로 지적된 한정된 앱 마켓

수준을 확장하여 공공앱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는 의의가 있

다. 기존의 연구들이 안드로이드 마켓을 위주로 제공되는 앱 서비스로

연구대상을 한정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앱 마켓과 관계없이 정부

EA포털에 등록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직접 제공 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위와 같은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행정안전부의 성과측정에 따른 폐기 여부만을 대

상으로 하여,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종료된 앱의 종료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추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자체적인 종료 앱의

경우에는 생존분석 과정에서 중도 탈락된 것으로 파악하여 생존 기간 자

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실제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공공앱이 존

재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정치요인과 달리 조직요인 및 제도요인의 경우 공공앱이 제공

된 시점에서의 조직 구성 및 계획 수립 여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

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본 연구가 이루어진 2021

년의 시점에서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를 바탕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공공앱의 제공 시점에서의 정확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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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가 존재한다. 제도요인 역시 각 행정기관에서 공공앱에 관한 계

획을 별도로 수립하였다는 자료의 부재로 인해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또한, 지역정보화백서를 통해 수

집된 자료 역시 가장 최신의 데이터가 2017년부터 2019년으로 한정되어

그 이전의 요인에 관한 엄밀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

한다.

셋째,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성과측정 결과 점수에 따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성공이 시스템의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정됨에

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둘러싼 외적 요인에 집중하였다는 근본적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공공앱을 제공하는 조직 및 공공앱 제공 담당자와

관련한 요인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인터뷰 등 질

적 연구를 통해 추후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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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enabled continuous innovation of administration through improvement

of public service as well as the way work is performed within public

organizations. In particular, as the use of mobile devices and the use

rate of mobile e-government services increase, the importance of

studying the success factors of public apps as services provided by

various administrative agencies is also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fe cycle of public apps surveyed based

on the results of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aintenance of public

apps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rvice duration of apps. The types of

institutions that provide public apps are divided into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ide-area unit of local governments, and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s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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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In this study, a survival analysis model is used to analyz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the maintenance period of public

apps. First, the degree to which specific influencing factors

individually significantly affect the retirement of public apps is

examined through the univariate Kaplan-Meier model. Then,

significant factors are identified on the service duration of the public

app by analyzing the effect of various covariates on the hazard rate

through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Specifically,

information/technological factors, political factors, organizational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are considered, and the time taken

from the service start date of the app to the occurrence of the

retirement event is measur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risk

rate of the retirement event.

The analysis results based on the Kaplan-Meier model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survival function of

mobile apps for each institution, it was found that the survival rate

of public apps over time by various administrative institution was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case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ore than 50% of apps survived regardless

of the duration of the app, but in the case of wide-area unit of local

governments, only about 50% of public apps survived based on the

90-month survival period, and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s at the

same time showed a survival rate of 25% of public apps.

Second, as a result of univariate survival analysis of the suggested

factors, only information and technology factor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in the case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case of wide-area unit of local governments, the

political factor as the level of political competition and the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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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local government head and the majority party in the

local council, and the organizational factor as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organization were significantly reveal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s, only information

and technology factors and factors related to party accordanc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e survival analysis according to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based on the survival analysis model

presented above are as follows. First, information and technology

factor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maintenance

period of public apps provided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at the level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for the successful provision of public app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news information providing apps as public

apps or financial apps with high demand.

Second, variables belonging to political facto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maintenance period of public apps provided

by wide-area unit of local governments, and in the case of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s, it was confirmed that party agreement was

more significant than the level of political competition. These results

in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is study focused on the

political environment as an environmental factor surrounding public

apps, which was not considered in previous studies, and these results

showed the importance of this factor. Furthermore, as different

political factor is important for each level of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to the

public through the exercise of the check function of the local council

in the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 with a high risk of discarding

public 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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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variables belonging to the

organizational factor and the institutional factor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maintenance period of the public app

provided by wide-area unit of local governments. This can also be

seen as the discovery of characteristics that were not revealed in

previous studies by controlling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analyze that supply-side factors, which have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success of

information systems, can affect the maintenance period of public apps

when combined with political factor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administrative

agencies providing the public apps are classified into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ide-area unit of local government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nd the level of impact of each characteristic

on the disposal of public apps was analyzed individually. Second, this

study is based on the latest official data from 2017 to 2020 by

examining the performance of public apps based on the 'Mobile

E-Government Service Management Guideline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t is meaningful that the

theoretical model has been applied and examined in this practical

data. Third, the factors affecting public app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are not limited to organizational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as previously suggested, but significant influences of political

factors are identified. In addition, implications are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environment. Fourth, the research is

conducted targeting all public apps registered in the government

EAportal, not limiting the app market.

keywords : Public app, public app maintenanc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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