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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 이하 IS) 현장 및 학계에서는 IS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거나 실패하고, 심지어 개발된 시스템조차 사용되지 

않기도 한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권력이나 정치적 측

면에서 IS의 개발과 구현, IS의 실패 등을 다루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Markus, 1983; Lyytinen and Hirschheim, 1987; Cavaye and Christiansen, 1996; 
Silva and Backhouse, 2003). 하지만 전자정부 등 공공정보시스템 (Public 
Information System, 이하 PIS) 구축에서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다. 물론 IS의 정치적 측면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개념이나 이론들을 

PIS의 정치적 측면을 설명하는 데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IS의 정치적 측면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는 주로 기업 조직에 바탕을 두고 있

다. 또한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의 본질적 차이(Rainey et al., 1976) 및 각 부문에

서 IS 관리의 차이(Bretschneider, 1990; Rocheleau and Liangfu, 2002)를 고려할 때 

이들 연구를 PIS를 이해하는 데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사적 부문의 IS에 

비해 비교적 새로운 현상인 전자정부 구현 등의 PIS 프로젝트들은 정책입안자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자에게 환경적･조직적 측면이나 관리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며, 따라서 기업 IS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등의 PIS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해결하여야 할 여러 도전

들 중에서 정치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IS의 개발과 

구현에 작용하는 정치적 측면에 대한 강조가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IS의 정치적 측면에 관한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사적 부문, 즉 기업조직

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조직 내부의 정치 또는 기껏해야 관련 산업 내외부 이

해관계자들(예컨대, 공급자들과 소비자들)과의 권력관계가 주된 관심 대상이었

다. 
이에 비해 PIS는 대부분의 경우 사적 부문보다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더 많

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관계구조 또한 더 복잡하며, 다루는 데이터의 성격도 

훨씬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PIS는 사적 부문에 비해 ‘전체로서 

사회’의 정치와 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깊이도 

더 광범위하고 민감하다. 따라서 기업 IS의 맥락에서 개발된 개념과 이론적 시

각만으로는 PIS의 개발과 구현 과정에 배태되어 있는 광범위한 다양성과 복잡

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 PIS의 정치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IS 
시각을 넘어서는 훨씬 광범위한 시각을 필요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

서는 PIS가 구현되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의 맥락과 그 프로젝트의 경로에 미치

는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IS 정치의 시각을 확장하여 시민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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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도입하였다. 
시민사회 시각은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의 

집단간 이해관계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PIS 정치에 대한 분석적 

유용성이 있다. 이러한 보다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시각을 통해 어떻게 대형 전

자정부 프로젝트 등의 PIS 추진이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실패에 이르게 되는지

에 대해 보다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국내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하나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s, 이하 NEIS) 사례를 통하여 정치적 측면, 특히 NEIS 추진과 

관련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 및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이 PIS 개발 및 구현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신문 등의 미디어를 통해 NEIS와 관련된 기초 문헌자료를 

수집했다(McCulloch, 2004). NEIS에 관한 기사들을 검색하기 위해 조선일보의 

인터넷 판인 조선닷컴(chosun.com)을 주로 이용했다. 검색을 위한 키워드로 

‘NEIS’를 이용하여 2002년 8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보도된 345개의 

기사를 검색하였다.1) 조선닷컴에서 검색한 결과를 확인, 보충하기 위해 네이버

(Naver)의 뉴스 검색을 이용했다. 이 자료들을 통해 NEIS 논쟁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사건들을 확인하고 사건의 흐름을 구성할 수 있었다(<표 3> 참
조).

필자 중 한 사람은 공표되지 않았던 이슈와 문제들을 찾아내기 위해 2003년 

6월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 전교조 소속 교사, 전
교조에 소속되지 않은 교사, 학교 사무직원, 교육정보위원회 위원 각각 1명씩 5
명을 인터뷰했다. 또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

해 참여한 여러 차례의 공청회에도 참석했다. 공청회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

의 대표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간략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비록 공식적인 인

터뷰는 아니었지만 각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 이러

한 인터뷰와 대화는 문헌자료로부터 발견하고 습득한 것을 확인, 보충하고 정교

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S 연구에서 권력･정치, 공공부문과 사

적 부문 IS의 차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PIS 정치의 새로운 관점으

로서 시민사회 시각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NEIS 논쟁이 어떻게 

1) 2004년 11월 교육부와 주요 교사 조직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다자간 상 이후인 2004
년 12월에 자료 검색을 수행했으며(<표 2> 참조), 그것은 격심한 논쟁의 한 단계가 완

히 종료된 시 이었다. 그 이후(즉 2005년 이후) 주요 이해 계자들 간의 큰 논쟁은 

거의 볼 수 없었다. NEIS에 한 Chosun.com의 2005년  기사의 수는 23개뿐이었고, 
그 기사들은 정치  논쟁 그 자체와는 무 하다. 를 들면, 한 기사는 NEIS 서버 구

축을 해 한 사업자가 선정되었다고 보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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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되었는지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시민사회 시각이 NEIS 논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PIS의 거버넌스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였

다. 마지막으로 대형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추진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 본 논

문의 기여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Ⅱ. 이론적 시각: PIS의 정치와 시민사회

1. IS와 PIS의 정치, 그리고 확장된 정치적 시각의 필요성

권력 또는 정치는 왜 IS의 추진이 저항에 부딪히거나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IS가 사용되지 못하는가를 설명하는 데 자주 이용되는 개념이다. Markus(1983)
는 새로운 IS의 개발과 구현이 조직 내부 이해관계자들 간의 권력배분을 변화

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시스템 개발로 인해 기득권 세력의 기존 권

력이 취약해 질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그 시스템의 이용과 채택을 방해한다

는 것이다. Lyytinen and Hirschheim(1987)은 IS 실패를 대응(correspondence), 과
정, 상호작용, 기대라는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이들에 의하면, IS 구축은 예

정된 시간 내 작업이 완료되고(과정), 최종 사용자들이 이용하며(상호작용), 그 

시스템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대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들

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실패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IS의 실패는 

기술적 시각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 IS 개발과 구현의 사회적･정치적 차원이 더 

중요할 수 있으며, 거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이한 기득권을 가지고 개

입하며 그들은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 다양한―종종 정치적인―기대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관계자 분석(Freeman, 1984)은 IS 연구에서 많이 활용된

다(Pouloudi and Whitley, 1997; Ruohonen, 1991). Pan(2005)은 프로젝트 포기

(abandonment) 평가 틀을 개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접근방법을 이용하였고, Pan 
and Pan(2006)은 이해관계자 연합의 다이내믹스를 확인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접

근을 확장하였다. Silva와 Backhouse(2003)는 권력 개념이 조직에서의 IS 채택과 

사용을 이해하기 위한 근본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Gwillim et 
al.(2005)은 IS 구현 후 검토에 착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를 조직 정치에서 찾

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시각은 IS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들 기존 

연구들은 기업 IS의 사례에 기초하고 있으며 주로 ‘조직 내부의 권력과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Markus, 1983). 정치적 시각이나 이해관계자 시각에 따른 조직간 

정보시스템(inter-organizational IS)에 관한 몇몇 연구들이 있지만(Pouloudi and 
Whitley, 1997; Webster, 1995), 이 연구들에서 관련 산업(예: 공급자와 소비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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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적 조직은 공공부문 조직과 다르

며(Rainey et al., 1976), 공공부문 IS와 사적 부문 IS 간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Bozeman and Bretschneider, 1986; Bretschneider, 1990; Caudle et al., 1991; 
Rocheleau and Liangfu, 2002).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정보시스템 개

발에 대해 보다 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ubin, 1986). 공공부문 

조직은 정치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사적 부문보다 훨씬 다양하고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Rainey et al., 1976). 이는 곧 서로 상반된 기득권과 목표를 가진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반된 기득권이

나 목표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원천(예: 법적 요건)이나 비공식적 원천(예: 이
익집단의 요구)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필요로 하며 

여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목표와 의사결정 기준을 훨씬 복

잡하게 만든다(Rainey et al., 1976). 이와 같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차이가 PIS의 

특징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개입되는 PIS는 일반 공중과 다양한 수준

(중앙 및 지방)의 정부기관들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 IS를 둘러싼 조직내부 정치

의 분석에서 발전된 정치적 관점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광범

위한 영향을 미치는 PIS를 둘러싼 정치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PIS는 전체로서 사회나 국가가 처한 특정한 정치적 국

면에서 개발되고 실행되기도 하며, 따라서 기업조직 정치로부터 도출된 시각들

은 PIS가 실행되는 특수한 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수 없다. 여기서 정치적 시각

을 확장한 시민사회 개념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각을 통해서만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는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진화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NEIS의 개발은 교육계에 엄청난 갈등을 불러 왔으며, 더 나아가서 지칠 줄 

모르고 질주하던 IT 강국의 전자정부 사업에 제동을 건 초유의 갈등 이슈였다. 
따라서 이에 관해 행정학 또는 정책학, 교육학, 정치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주로 정책갈등이나 사회갈등 또는 이익갈등의 측

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NEIS 갈등을 전자정부 정책과정의 틀로 접근하는 박상준과 임정빈(2004)은 

정책갈등이 발생하게 된 이해관계의 구조, 이슈,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

한 분석을 통해 이해관계집단의 행위전략의 결과로 NEIS 정책이 변화되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주경일(2005)은 교육정보화정책의 틀에서 NEIS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대상 집단인 교사들의 정책수용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일선교사들의 정책수용과 NEIS 정책의 성공적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

색하였다. 이보다 포괄적인 사회갈등 이슈로 접근하는 강창동(2005)은 갈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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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적･사회적･교육적 차원 등 세 차원을 준거로 삼아 

NEIS 갈등이 순수한 교육적 갈등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향후 교육정책 및 갈등의 함의를 얻고자 하고 있다.
한편, 이익집단 갈등의 시각에서 갈등 주체들의 이해관계 및 영향력 행사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도 있다. 김덕근(2004)의 연구는 전교조의 영향력 결정변수

와 영향력 행사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부적 변수와 권력 및 대중 수준 영

향력의 효과로 전교조가 약하지만 명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또
한 NEIS 갈등의 두 주체인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상황을 분석한 송광용･김수

윤(2004)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 모형을 통해 두 집단의 갈등을 분석하고 상호 

비협력적인 게임의 반복을 협력적인 게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화순(2004)의 연구도 기본적인 맥락은 이익집단 갈등이 주요 분석대상이다. 

그러나 NEIS 갈등의 역사적이고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한국의 사회･

정치적 과도기, 즉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따라서 전자의 전환에

서는 이익집단의 갈등에, 후자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부적응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한 NEIS 갈등은 국가-시장-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의 결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따라

서 NEIS 갈등을 통해 민주사회와 정보사회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함의를 도출하

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장우영(2004)은 기술과 정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

을 바탕으로 정보기술의 정치적 제도화를 NEIS 갈등 사례를 통해 확인한다. 그
는 정보기술의 정치적 제도화 과정에서 기술의 민주적 형성과 통제를 위해 사

회적 합의 지향 참여민주주의의 중요함을 함의로 제시한다. 이외에도 NEIS 사
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NEIS 사업 추진 및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이슈와 문제의 본질을 정리한 연구(황주성･최선희, 2003)와 이를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김일환, 2005) 및 제도･기술･사회･정치･국제적 측면의 

제언(홍성걸, 2004)을 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볼 때, NEIS는 사회적･정책적 측면

에서 두드러진 갈등 이슈였고 성공적인 정책집행과 사회적 갈등관리 및 교육정

책 방향 등에 다양한 실천적 함의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NEIS 
갈등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갈등, 이익갈등, 정책갈등 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나 정책변화, 행위주체들의 영향력과 이해관

계 등을 종속변수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이러한 분석은 NEIS 갈등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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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갈등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의 구조, 이슈, 이해관계, 영
향 등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연구들은 갈등의 구조적 원인, 특히 갈등이 어떤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 시각의 도입이 요구된다. 

2. NEIS 갈등과 시민사회: 분석 시각 

일반적으로 특정 정책문제를 둘러싼 갈등에는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행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 더 나아가 이념적 이슈가 개입되면 갈등의 

폭이 넓어짐과 동시에 그 골도 깊어지면서 공공갈등(public conflicts)으로 진화된

다. 특정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을 비롯하여 시민사

회의 주요 행위자들인 다양한 NGOs까지 개입되고, 특히 이들의 개입이 이해관

계를 넘어 근본적인 가치의 충돌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산될 경우 합의 도출은 

요원해지게 된다. 그럼으로써 갈등은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국

론분열로 치닫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도 초래하게 된

다. 
이와 같이 특정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확산되는 데 중요한 요인 또는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시민사회이다. 시민사회는 “국가, 생산과 재생산

의 기본 단위, 그리고 정치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사회에서 스스로 조

직된(self-organised) 일단의 집단과 운동”으로 정의되며, 이는 “다원주의와 자기

지배(self-governance)의 원리에 따라 자신들의 관심을 표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Kim, 2000: 15). 이 개념은 

민주화 과정에 있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개발도상

국들(Kim, 2000; Sato, 2004), 그리고 심지어 선진국들과 EU(CCS, 2004)에서도 

사회적 전환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으로 등장했다. 이는 점차 국제적 및 국민국

가 정부들이 시민사회 조직들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2) 
또한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Tapscott and Agnew, 1999).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부들로 하여금 

공중에 대해 보다 많은 책임을 부과하며 시민들에게 보다 큰 목소리를 부여한

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PIS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는 기술적･정책적인 측면

2) 2008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인터넷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OECD 정보통신 장 회

의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 OECD는 시민사회포럼(OECD Civil Society and Organized 
Labour Forum)의 별도 행사를 마련하여, 다양한 세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장 회의에 

반 하려는 시도를 했다http://www.oecdministerialseoul2008.org/kr/programmee/stakeholders
_citizenry.html(검색일: 2008.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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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가 정책 추진 과정의 핵심 변수로 등장하게 된 것은 민주화 이후 시

민사회의 발언권 확대 및 다양한 정책 관련 정보의 유통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

보화와 무관하지 않다. 적어도 한국 사회의 경우 1990년대 이후의 민주화와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이루어진 인터넷의 대중적 확산으로 시민사회는 정책과정

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정책 담당자와 이익

집단 및 정치인들의 전유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던 정책 문제가 시민사회 수준

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곧 정치적 외연(外延)이 확장됨

으로써 공적 문제와 사적 문제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따라서 사회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정치적 문제가 되는 ‘정치

화’(politicization)의 시대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경계가 점

점 희미해짐으로써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정치적 문제가 되는 ‘사회의 정치화’ 
경향은 모든 이슈들이 정치적 이슈로, 모든 가치들이 정치적 가치로, 그리고 모

든 결정들이 정치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하나의 

차원으로 수렴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Ellul, 1967; Halper and Hartwig, 
1975; Templeton, 1979; 고경민, 2005). 

이와 같은 ‘사회의 정치화’ 경향은 그동안 정책의 대상집단이었던 시민사회

가 정책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타난다. 따라서 점점 고갈되는 자원과 

희소한 가치를 둘러싼 다양한 개인 또는 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 타협과 합의의 조정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

면에서 오늘날 시민사회 시대의 정치는 전통적 방식의 권위적 결정 시스템을 

넘어 공식･비공식, 공적･사적 부문들의 상호 타협과 합의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

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정책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민사

회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 시각은 정부의 PIS 정책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

다. 정보기술의 초기 발전단계에서는 기술의 사회･정치적 영향보다 기술적 효율

성에 입각하여 각종 공공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개입과 참

여의 여지가 크지 않다. 그러나 정보기술이 확산단계에 이르게 되고 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정치적 영향에 대한 대립과 경쟁의 구도가 형

성될 경우 PIS와 같은 공공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관심사는 대체로 인프라나 시

스템 구축에서 시민들의 접근과 이용의 문제로 전화되고 동시에 그로 인한 부

정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된다. 이는 한국의 전자정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전자정부 구현 

목표가 정보통신 인프라와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이었다면, 2000년대 중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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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단계의 목표는 전자정부의 최종 사용자(end-user)인 시민들이 보다 많이 

전자정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시민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전자정부가 중요

한 목표로 재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서 초점은 역시 시민 또는 시민사회이다. 시민은 단순한 정

부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의 일상적인 활동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관여

하고 또 정부를 구성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권자이다. 그리고 PIS의 궁극적인 

목표는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넘어 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e-거
버넌스(e-governance)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PIS 서비스 이용자

인 시민을 단순한 ‘고객’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 업무에 대한 ‘알 권

리’와 ‘참여의 주체’로서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초할 때, PIS의 구현 방향은 시민에게 공공 정보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증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경민․김혁, 2005 참조).

이런 맥락에서 PIS 정책 추진, 특히 NEIS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는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3) 먼저 시민사회는 PIS 사업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부)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기술과 효율 

중심의 사업 추진을 견제･비판하고 국가정책이 간과 또는 외면할 수 있는 공공

재 이슈를 강조하면서 국가와 경쟁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할 활동

을 수행한다. 둘째로 특정 구성원들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대표･매개하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산재해 있는 시민사회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다양

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타적인 이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PIS는 시민사회를 하나의 전체로서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슈의 성격에 따라 시민사회 내부의 경쟁관계 또한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것은 PIS를 시민사회의 역사적 발전 

및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그

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시민사회의 두 가지 차원의 특성이 모든 PIS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어

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PIS와 관련된 이슈가 이념적 

3) 여기서의 시민사회의 두 가지 차원은 Kim(2000)이 제시하는 시민사회의 세 가지 차원, 
즉 조직 , 계 , 그리고 규범  차원을 참고로 하여 구성되었다. 조직  차원에서 

시민사회는 스스로 조직되고 공공활동에 자발 으로 여한다. 계  차원에서는 국

가, 기업, 정치사회로부터 상  자율성을 갖는다. 규범  차원에서 시민사회는 특정

한 일단의 규범과 규칙을 공유하며, 시민사회 집단들은 다양성과 불완 성(partialness)
을 존 한다(Kim, 200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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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당파적 성향을 보일 경우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NEIS 추진과 관련한 시민사회

와 국가 간의 갈등, 그리고 시민사회 내부의 이념 및 이익의 분화, 양 측면 모

두를 고려하였다. 

Ⅲ. 사례: PIS로서의 NEIS

1. 초기 NEIS 계획과 갈등의 구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s: NEIS)은 한국 교

육 부문의 전국적인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로, ‘지식기반사회’의 구축을 목

표로 2001년 5월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 의해 전자정부 11대사업의 교육부문 과

제로 선정되었다(황주성･최선희, 2003). NEIS는 거의 모든 학교 행정업무를 처

리하기 위해 모든 학교와 지역교육 당국, 그리고 교육부 간의 연계를 위한 웹기

반 정보시스템이다. NEIS는 학교 행정의 거의 모든 영역, 다시 말하면 학교 운

영과 학생 교육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포괄적

이며 기획, 자산/설비 관리, 회계감사, 통계, 학생생활기록부(학업성과, 건강, 가
족, 교사의 평가 등을 포함하여), 학적부, 인적자원 관리, 회계, 예산 등을 망라

하는 27개 영역의 학교 및 학생 정보로 구성되었다. 이런 데이터의 범위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NEIS는 학생, 교사, 심지어 학부모까지 관련된 광범위한 세부

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거대 시스템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들 중의 일부는 이전 

시스템에서도 다루어졌었다. 다만, NEIS는 학교 운영에서부터 교육 및 관리까지 

매우 포괄적인 영역들을 다룬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인

터넷으로 모든 학교의 정보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정보의 중앙 집중화

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전에는 학교에 두 개의 시스템이 존재했다. 하나는 각각의 PC가 독립적으

로 존재하는 초기적 정보관리시스템(Stand-alone: 이하 SA)이고, 다른 하나는 학

교 내에 서버를 구축하여 운용하는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이하 C/S)시스

템이다. (<그림1> 참조). 2000년 말까지 모든 학교들은 C/S를 갖추었다(황주성･

최선희, 2003). 모든 학교가 광대역 인터넷과 연결되었지만, 이때까지 학교정보

시스템(C/S 기반)은 인터넷 기반이 아니었다. 이는 그 시스템이 각 학교의 외부

에 대해 폐쇄적이었으며 각 학교의 경계 내에서만 이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NEIS의 목표 중의 하나는 평등성･개방성･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부문에

서 광범위한 광대역 인터넷의 이용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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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전 학교정보시스템과 초기 NEIS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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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는 또한 각 학교로부터 시스템 운영 업무의 부담을 없애고자 했다. 그 

때까지 각 학교의 학교장은 그 시스템과 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으

며, 지정된 정보 교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그 시스템의 운영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 정보 담당 교사는 훈련된 IT/IS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교사들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자신들의 일반 업무에 더해서 (최종적인 책

임 관리자로서 학교장과 함께) 시스템 운용의 책임을 혼자서 지고 있었다. 그러

므로 시스템 운용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보관리 상의 큰 허점이었다. 새롭게 구축될 NEIS 체제 하에서는 올바른 정보

를 유지하고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은 개별 학교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정보가 저장되는 교육부(지방 교육청)의 책

임이기 때문에 각 학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을 포함한 정보자원 

관리에 부담을 덜 수 있었다.
NEIS의 당초 취지는 이처럼 학교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와 학교 정보의 효

율적인 관리 및 정보보호를 보다 확고하기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NEIS 
계획은 기존의 전자정부 사업 추진에서 보여왔던 것처럼, 정부 중심적 시각에서 

효율과 집중의 원리에 충실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NEIS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의 성격에 대해서는 세심한 고려가 부족했다. 여기서 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정보저장 장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SA에서는 정보가 한 대의 전용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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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장되었지만, C/S에서는 각 학교에 있는 서버에 저장되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이전 시스템 모두에서 정보는 학교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실선표시). 
NEIS는 교육부 산하 지방 교육청에서 학교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저장하고 정

보는 학교의 경계를 넘어가게 된다(점선표시). <표 1>은 C/S와 NEIS를 비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시스템 운용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NEIS 
시스템을 구성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예기치 않은 위

험으로부터 이러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체계적

인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문제가 초기 NEIS 계획이 갖고 있던 문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C/S와 NEIS의 비교

구분 C/S NEIS

업무 범 제한 포

인터넷 연결 폐쇄 개방

데이터의 치 각 학교 내부 지방 교육청

시스템 운   보안 책임 각 학교 지방 교육청

데이터 근 통제 각 학교 각 학교

외부 서비스 이용 불가능 이용 가능

이러한 NEIS 초기 계획과 함께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NEIS 시행을 둘러싸

고 나타난 갈등의 구조와 다양한 행위자들의 입장이다. 2002년 중반부터 NEIS
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 사회를 두 진영, 즉 NEIS의 구축과 이용을 지지하는 사

람들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분열시켰다. NEIS의 문제는 초기에는 전자정

부 사업의 하나로 기술적 측면에서 학교 수준과 지방 및 국가 수준 모두에서 

광범위한 교육행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되었다. 그러나 전교조에 의해 주도되는 반대자들은 NEIS가 중앙집중화된 시스

템의 통제 하에 너무나 많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관리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와 

인권보호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전교조는 예컨대, NEIS에서 개별 학생들

의 건강, 학습 성과에 관한 정보가 중앙집중화된 정보통제 하에서 불법적으로 

노출되거나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NEIS에 대한 전교조의 반대운동이 거세지고 비본질적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교원단체간 세력갈등으로 비화되면서 갈등의 구조는 이익집단들 간의 찬반 논

쟁으로 옮겨가고 관련 정부기관들은 이 갈등의 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중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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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으로 변화되었다. 여기에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학부모 단체들까

지 찬반 논란에 가담하고 이러한 갈등에 대해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로 전국적

인 사회･정치적 이슈로 전환되었다. 조화순(2004)에 의하면 갈등의 당사자들은 

왜 NEIS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갈등

이 확대･심화되면서 NEIS 갈등은 세력간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양상으로 변질되

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된 결과는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NEIS의 원형

과는 다른, 오히려 과거의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변경되었다.

2. NEIS 논쟁의 발전

NEIS의 시스템 개발은 2002년 3월에 시작되어 2002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시

행할 계획이었다(<표 2> 참조). 그러나 NEIS 서비스 개시 직전인 2002년 8월 전

교조는 NEIS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 문제는 ① 빈번한 정

책변화로 인한 예산낭비, 일선 학교의 혼란과 업무과중, ② 충분한 타당성과 엄

밀성 없이 이루어진 조급한 결정, ③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과 교육활동의 

과도한 계량화 등이었다(전교조, 2002). 교총도 2002년 8월 ‘보완 후 실시해야 

한다’는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자료를 근거로 조심스런 접근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설문조사에서 NEIS의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된 것은 잦은 

에러 발생과 함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였다. 두 교원 단체의 NEIS 
실시에 대한 문제제기로 교육부는 본격적인 NEIS 시스템의 시행 시기를 2003년 

3월로 연기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3: 3).
이 단계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는 NEIS 반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

니었다. 그러나 NEIS 추진이 진행됨에 따라 인권이슈와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

는 NEIS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27개 영역 중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의 3개 영역은 개별 학생들의 학업성과, 신체적 특징과 질병 같은 민감한 정보

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전교조는 세 가지 영역

에 등록된 데이터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NEIS 논쟁은 사적인 정보가 그 시스템 하에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더라도 정부가 사적인 개인 정보를 보유하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얼
마나 많은 사적인 정보가 정부에 의해 보유되고 이용되는지 등의 문제로 압축

되었다. 논쟁 과정에서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이슈는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

되어야 하는가라는 저장 위치 문제로 전환되었다. 전교조 중심의 NEIS 반대자

들은 학생 정보가 각 학교의 경계를 넘나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반면 

NEIS를 지지하는 측은 물리적 위치보다 정보 통제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

제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관련 조직들, 특히 전교조를 포함하여 반대자들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NEIS의 원리를 반대자들이 수용하도록 설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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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데 대해 낙관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반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 노력했지만,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인 교육, 훈련, 홍보 등이 이루

어졌다. 

<표 2> NEIS 갈등의 전개과정과 갈등 주체간 관계변화

갈등 구분 시기 사건 갈등 주체간 계 변화

NEIS 

계획  

개발

2001. 5 자정부 11 사업의 하나로 NEIS 선정 자정부 11  사업의 

교육부문과제로 선정, 

정부 주도  계획  추

진

2001. 7 NEIS 개발 계획 수립

2002. 3 NEIS 개발(2002년 9월까지)

갈등의 

형성

2002. 8 교조가 NEIS에 한 이슈 제기 교육부의 NEIS 추진방

침에 한 교조와 교

총의 반

2002. 11 문제가 된 세 역을 제외한 NEIS 시범운

2003. 2 교조가 NEIS 문제를 국가인권 원회 제소

시민사회

집단간 

세력 갈등

2003. 3
문제가 된 세 개 역을 포함한 NEIS 면 

실행 NEIS 갈등이 이념  

차이에 기반한 교원단체

간 세력갈등으로 화, 

재자로서 정부의 역할 

변화

2003. 5
국가인권 원회가 3개 역 배제 권고

교육부가 NEIS 재검토 승인

2003. 6
교육부가 NEIS, CS, SA  학교 별 선택 

정책 발표

갈등 조정

2003. 7
국무총리 산하의 교육정보화 원회에 의해 

NEIS 재검토

3개 역 운 방안에 

한 교조와 교총의 

립, 교육정보화 원회

의 조정 역할, 3개 역

에 해 학교별 서버를 

만들되 이를 시･도교육

청별로 한 곳에서 리

하는 방식으로 충

2003. 12
교육정보화 원회가 3개 역을 NEIS로부터 

배제 제안

2004. 9
교육정보화 원회 권고를 기 로 교육부와 

교조의 양자간 합의

2004. 11 교육부와 주요 교사조직들 간의 다자간 합의

그러나 NEIS의 전면 사용이 계획된 날이 가까워짐에 따라 상황은 악화되었

다. 2003년 2월 전교조를 포함한 몇몇 NGO들은 NEIS의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러한 제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03년 3월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NEIS의 운용을 강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5월 인권 침해의 가능성 때문에 세 개 영역을 NEIS에서 배제시키고 이

전 시스템인 C/S로 처리하도록 권고했고, 교육부는 그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러

나 이번에는 부처 내부 직원들, 전국교장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한국교원

노조, 일부 학부모 단체들, NEIS 관련 교육을 받은 정보관리 책임 교사, 그리고 

심지어 NEIS의 이용을 지지했던 정당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2003년 6월 관련 당사자들 대부분의 공세를 받게 된 교육부는 각 학교가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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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NEIS 중에서 자체의 정보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

책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일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 학교에 그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NEIS에 대한 찬성과 반대와는 무관하게, 모든 당사자들

은 이러한 결정에 반대했다. NEIS 문제는 교육부와 전교조를 포함하여 논쟁에 

개입된 주요 당사자들로 구성된 국무총리 산하의 교육정보화위원회로 이관되었

다. 오랜 논의 끝에 2003년 12월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세 개의 문제 영역을 

NEIS에서 배제시키는 최종 권고를 발표했다. 세 개의 영역에 관해, 대형 학교들

을 위한 서버는 각 학교에 위치시키고, 중소규모의 학교들을 위한 정보는 지역 

교육청에 위치한 서버로 수집하도록 했다. 이러한 권고안과 본래 NEIS 사이의 

주요한 차이는 서버가 각 학교 내부에 위치할 수 있고 서버의 운영을 위한 권

리와 책임을 각 학교의 교장이나 사적 모니터링 기관에 남겨놓는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의 개발, 반발, 토론, 논쟁이 이루어진 약 2년 이후 NEIS의 구조는 이

전 시스템인 C/S와 거의 동일하게 되돌아갔다.

<그림 2> 본래의 NEIS 계획과 수정된 NEIS

 

…

Original NEIS

…

…

Revised NEIS

…

2004년 9월, 교육부와 전교조가 합의에 도달했다. 세 개의 논쟁적 영역을 제

외한 24개 영역에 대해, 본래 NEIS가 제안했던 것과 같이, 교육부 산하 교육청

에 서버를 위치시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세 개의 논쟁적 영역에 대해 전국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신에 각 학교나 학교 집단들이 이 세 영역의 정보 저장과 

유지에 대한 권리와 책임 모두를 갖게 되었다(<그림 2> 참조). 또한 세 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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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의 부가적인 비용과 필요 인력 충원은 초

기 NEIS 개발 비용인 520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도 동의했다. 
그러나 그 합의가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 이루어진 양자간 합의였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특히 대체로 교육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타 교사단체들은 

수정된 시스템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다자간 합의를 요구했다. 2004년 11
월 타 교사 단체들과의 협의 이후 교육부는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의 합의를 조

금 수정한 최종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일정계획이 설정되었고, 그에 따라 세 

개의 논쟁적인 영역에 대해 2004년 12월부터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서 

2005년 2월과 2006년 2월 사이에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시스템은 2006
년 3월부터 운용에 들어가기로 했다. 2001년에 시작되어 2002년 사용 예정이었

던 시스템이 무려 3년 이상 지체된 것이다. 이 수정된 계획은 정치적으로 큰 무

리 없이 진행되었다.

Ⅳ. 논의: NEIS의 정치, 시민사회, 그리고 IT 거버넌스

1. NEIS 논쟁의 정치적 해석

NEIS가 개발되고 심지어 맹렬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NEIS는 교사들

에 의해 테스트되었고 부분적으로 이용되었다. NEIS에 대한 기술적 평가는 일

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기술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말하면, 
NEIS는 문제가 전혀 없고 이용하는 데도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교사들 사

이에서 NEIS 채택에 관한 한 연구(주경일, 2005)는 응답자들이 NEIS의 유용성

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술적 시각에서 이러한 긍정적 평가

들을 고려하면 NEIS는 교육 부문에서 국가 IS를 위한 일단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그 프로젝트의 진

전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과연 전체 프

로젝트를 중단시킨 것은 과연 프라이버시 문제인가?
NEIS에 대한 전교조의 최초의 반응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최대 관심사는 아

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2002)의 첫 번째 보도자료를 보면, 전교조가 

NEIS 반대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만해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었다. 주요한 관심사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교

육활동의 과도한 계량화였고, 이는 어느 조직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IS 
실행에 대한 노조 또는 직원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다. 일선 학교의 많은 교사들

이 NEIS를 반대하였고, 그것은 NEIS가 가져올 수 있는 학교장, 관리자, 교육당

국 등에 의한 노동 통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조화순, 2004). 교사들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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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과도한 계량화와 과중한 업무 부담에 관심을 가졌고, 초기 논쟁 단계에

서 대부분의 교원 단체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장우영, 2004). 그 

뒤, 전교조는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NEIS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

였고, NEIS가 가져올지도 모르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

소했다. 이것은 NEIS 논쟁에 대한 정치적 시각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실례이다. 
NEIS 갈등의 정치적 성격은 NEIS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건4)

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교사 조직들 간 경쟁의 역사적･정치적 

맥락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지만) 더욱 분명해지게 되었다. 그 사건 이

후 논쟁의 최전선은 재형성되었다(장우영, 2004). 그 때까지 정치적인 전선은 전

교조와 교육부 간에 형성되었으나 그 사건 이후 NEIS 논쟁의 전선은 이념적･정

치적으로 대립하던 좌파적 교원단체인 전교조와 우파적 교원단체인 교총 등의 

교원단체들 간에 형성되었고, 교육부는 양 교원단체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중재자가 되어야 했다. 교육부는 초기 단계에 NEIS를 지지하던 교장단과 제휴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후에 교육부는 전교조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NEIS가 양 교원단체간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면서 교육부는 또 다시 자신들의 

입지를 중재자로 변경해야 했다. 결국 교육부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NEIS 구축 

사업은 이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 전선의 변화, 특히 양 교원단체의 입장 변화에 

따라 혼선을 빚게 되었다. 
전교조가 표면적 수준에서 프라이버시 이슈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

인 동기는 정치적이다(조화순, 2004). 그것은 전교조와 맞섰던 다른 진영도 마찬

가지이다. 이는 두 진영 모두 NEIS 논쟁을 교육부문에서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

쟁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교조와 다른 교사 조직 간의 정치

적 경쟁과 대립으로 NEIS는 원형과는 크게 다른, 오히려 과거의 시스템과 유사

한 형태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2. 정치적 시각의 확장: 시민사회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보면 NEIS 논쟁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 즉 양 교원

단체의 정치적 입지와 헤게모니 투쟁,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혼선을 빚은 교육부

의 모호한 역할 때문에 불거졌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근시안적인 주장이 될 수 있다. 보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역사적･사회적 맥락

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NEIS 논쟁의 근원적 이유와 프로젝트 추진과정상의 문제

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NEIS 사례를 단지 정치적 

4) 2003년 3월 충남 모 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자살한 사건.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심

부름을 시킨 것을 여교사가 게시 을 통해 알렸고, 이에 한 비 여론이 일자, 교장 

선생님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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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으로 한정하는 것은 이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학습의 범위를 이 특수

한 사례에 국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은 다른 PIS로 확장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NEIS 갈등의 구조적 원인, 특히 갈등이 어떤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파악하여야 하고, 여기에 시민사회

의 개념이 효과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보호하며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한다는 데 대해서는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한국보다 이러한 가정을 분명

하게 입증해 주는 국가는 없다(Kim, 2000). 시민사회 단체들은 민주화 운동과 

시위에 국민을 성공적으로 동원했고, 1987년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를 이끌었다. 
시민사회 집단들은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

하고 있다. 특히 민주적 이행(democratic transition) 단계를 완료하고 공고화

(consolidation) 단계로 접어들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 집단들이 공공 성

격을 띈 의제에 점차 더 많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7년 경제위기는 시민

사회 성장을 위한 또 다른 계기를 제공했다. 권위주의 국가가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적 정체로 전환되었지만 발전국가적 성격은 경제부문에서 여전히 잔

존하고 있었다. IMF 위기는 발전국가의 정당성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그 위기 

이후 공적인 명분에 대한 정부 독점이 도전받게 되었고, 그것은 시민사회 집단

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더 많은 집단이 생기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Bunbongkarn, 2004). 시민사회 집단들은 특정 정책이 시민권과 환경 같은 공공

재(public goods)와 직접 관련될 때, 또한 시민들의 보편적 이해관계에 역행하거

나 사회정의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앞에서 검토된 정치적 이유에 더해서, NEIS를 둘러싼 갈등은 주로 한국의 국

가와 시민사회 간의 변화된 관계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군부권위주의 체제의 

정치적 전통과 국가 주도적 발전의 경제적 유산을 가진 국가에서 국가적 의제

는 바로 그 국가에 의해 설정되었다. 국가는 그 의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익 집

단들 간의 상충하는 이익을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권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1987년 이후부터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시민사회

가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고 이익집단들 간의 불가피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반해 국가 권력은 의제설정과 갈등조정 등의 기능 측면에

서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권위주의 체제로 하여금 공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 한국의 시민사회 집단들은 그 이후 많은 공

공 의제들에 깊이 개입했다. 
NEIS 갈등에서도 시민사회는 NEIS에 대한 국가의 독단적인 또는 일관성 없

는 정책결정을 견제･비판하고, 때로는 NEIS 시행 문제에 대해 국가와 경쟁하면

서 대안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정책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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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NEIS 갈등 초기에 효율성에 중점을 둔 추진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전교조와 

교총 모두 유사한 주장을 펼치면서 시행시기의 연기 및 시스템 보완과 개인정

보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제기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부도 이러한 주

장들을 수용하여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전교조와 교총으로 대표되는 교

원단체간 갈등에서도 시민사회는 국가를 훨씬 압도했다. 물론 이들 단체간의 

NEIS를 둘러싼 갈등이 일종의 세력대결 양상으로 비화되면서 국가의 갈등 조정

의 여지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갈등 당사자에서 중재자로

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조정능력을 상실,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종국에 교육부는 이렇다 할 역할 없이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편입되면서 중재자의 지위도 상실하

게 된다. 결국 갈등의 전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NEIS 갈등과 관련된 의제들을 

선점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종 국가를 압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국가는 여전히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민주적 국가로 전환하는 

‘과도기’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과 효율 중심의 사업 

추진, 프라이버시와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인권 문제의 간과 등은 민주적 공

고화 과정에 진입한 이후에도 과거 발전국가의 정책논리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

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전자정부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일사불란한 계획과 추진에 경도되어 NEIS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이나 민주적 정책결정과 추진을 위한 절차적인 문

제들을 간과했다. 특히 양 교원단체의 주장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정책은 NEIS 갈등의 확대를 부추긴 주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NEIS 갈등에서 국

가의 “과거 권위주의적 정책결정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조화순, 2004: 
43)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조정하는 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

었다. 국가는 특정한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집단의 이기주의적인 집합적 행동

과 동원된 시민감정이 합리적인 국가정책까지도 좌우하게 되는 엔트로피 현상

(박영주, 2004: 508)에 대해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책딜레

마로 이행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국가 역할의 한계와 시민사회의 분파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NGO의 

의제설정과 동원 및 조직화 역량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의 다양성, 그들 간 관

계의 복잡성, 다루는 데이터의 민감성, 시스템 구축 영향 범위의 포괄성 등의 

성격을 갖는 PIS 구축 사업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특히 시민사회가 PIS 사
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PIS 추진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요소는 한국 시민사회 내부의 이

념적 분화 양상과 그에 따른 갈등의 확대이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에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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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대표･매개하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산재해 있

다. 그런데 한국 시민사회는 노동이나 교육과 같은 특정 부문에서 이념적･정치

적 이해를 달리하면서 상호 경쟁하고 대립하는 이익집단들이 존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경민, 2005).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교육 부문에서는 좌파적 교원

단체인 전교조와 우파적 교원단체인 교총이 프라이버시나 인권과 같은 본질적

인 문제를 넘어 세력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NEIS 문제가 국가 대 시민사회 간의 단순한 논쟁구도를 넘어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과 경쟁도 NEIS 논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NEIS 갈등은 2003년 3월의 모 교장 사건 이후 갈등 문제의 변질과 함께 사

회적･정치적 갈등으로 심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NEIS의 문제에 대해 교

육부를 상대로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교원단체들은 전교조 대 반전교조로 분화

되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교조의 주장을 수용하는 결정을 교육부에 

권고하면서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은 더욱 심각하게 치달았다. 전교조, 교총, 그
리고 한국교원노조 등은 NEIS 논쟁의 출발부터 지속적인 갈등의 주요 행위주체

로 등장했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내지는 시민사회 내부에서의 헤게모니 장악

을 위해,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여론을 등지고 또 때로는 정부와 연합을 통

해 NEIS 논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 내부의 이념적 분파

에 따른 경쟁과 대결은 NEIS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기보다 NEIS의 본질적 이슈와는 다소 동떨어진 교육부문에서의 헤게모니 

쟁탈전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NEIS 갈등에서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제를 

선점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물리적인 방식과 주변집단의 조직화를 

추구하기도 했다(장우영, 2004: 180). 더욱이 이들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국

가가 조정능력을 상실하면서 이들 간의 NEIS를 둘러싼 갈등은 해소될 수도 없

고, 관리될 수도 없는 흐름을 보이게 된 것이다. NEIS 논쟁은 국가 대 시민사회

의 구도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경쟁구도로 전환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슈의 성격도 더욱 정치화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공공문제를 다루는 정책에서 시민사회를 고려하

지 않고 계획･집행하는 것은 갈등을 내장하고 출발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 나아

가 공공이슈의 성격 여하에 따라 시민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도 조장할 수 있

기 때문에 공공이슈를 다룰 경우 국가는 대시민사회 관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과 협력의 다이내믹스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이 점은 PIS 갈등사

례를 대표하는 NEIS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NEIS는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논란이 되었고, 이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들 자체로만은 그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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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나게 된 원인을 설명할 수 없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들을 보여주지 못한다. 
단지 갈등이 어떻게 전개･심화되고 어떤 계기로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누가 주요 행위주체이며 어떤 정책결과로 귀결되었는지는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PIS의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유사

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경험적 교훈을 얻기 쉽지 않다. 본 연구는 

NEIS 논쟁의 정치적･사회적 배경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주요한 발생 원인이 국

가를 능가하는 시민사회 권력의 강화를 가져온 한국의 민주적 이행, 이념적 균

열에 따른 시민사회의 분화, 이념적으로 분화된 특정 부문 내의 경쟁하는 이익

집단간 갈등을 중재할 수 없는 국가의 취약한 조정능력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또 다른 문제는 PIS 추진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

계 및 시민사회 내부의 경쟁과 갈등의 다이내믹스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NEIS 논쟁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PIS에서 IT 
거버넌스의 문제를 제기한다. 

3. PIS에서 IT 거버넌스

IT 거버넌스는 “누가 결정하고(결정권), 누가 결정된 내용에 대해 투입하며

(투입권), 이들(또는 집단들)이 각 역할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가를 체

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Weil, 2004, 3). IT 거버넌스가 점차 중

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Weil and Ross, 2005; Brown and Grant, 2005), 주
로 기업조직 맥락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체 사회라는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시민사회 집단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

용하는 PIS에서 어떻게 IT 거버넌스 구조가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탐색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Davenport et al.(1992)과 Weil(2004)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Davenport et al.(1992)에 따르면, 많은 정보관리 정책은 기업들이 정보의 이용과 

한계를 협상하는 정보정치(information politics)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

한다. 그들은 봉건제, 군주제, 연방제, 무정부주의와 같은 정치 체제를 기술하는 

개념을 원용하여 정보정치의 다섯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이 모델 중에서 군주

제와 연방주의가 다른 세 가지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권력이 중앙 집

중화된 군주제에서 최고 관리자는 정보관리를 위한 규칙을 명령한다. 연방주의

는 경쟁적이며 비협상적인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상의 이용에 의해 구분된다. 그
러나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Davenport et 
al.(1992)에 따르면, 이 모델 하에서 기업들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리더십을 갖는

다.
IT 거버넌스에 관한 Weil(2004)의 연구는 Davenport et al.(1992)로부터 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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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았다. 세계 기업들의 최고정보경영담당(CIOs) 256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

이와 사례연구에 기반하여 Weil(2004)은 IT 거버넌스를 위한 연방주의적 접근이 

연구대상 조직들에서 빈약한 거버넌스 성과를 낳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빈약한 

성과는 더 느린 속도(더 많은 사람들이 개입하고 여러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와 효과성에 대한 과도한 타협(over-compromise of effectiveness: “모든 사람을 만

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졌지만 어느 누구도 충족시키지 못하는)에 기인한다. 그
러므로 연방주의 모델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에 덜 효과적이다. 이것은 사적 부

문 IS에서는 사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NEIS 갈등 사례에서 보듯이, 이해관계자

들의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하고 적극적인 시민사회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공공재의 명분에 깊게 개입되는 PIS에서 연방주의적 접근이 불가피할 뿐만 아

니라 훨씬 더 적절하고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의 프로젝트 관리와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프로젝트 관리는 각각 ‘군주제’ 모델과 ‘연방주의’ 모델에 비교될 수 있다. NEIS 
사례를 통해서 볼 때, PIS 추진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된 성격을 적극

적으로 고려했다면 연방주의적 접근이 필요했다. 그러나 실제 NEIS의 초기 단

계에서는 권위주의의 유산을 기반으로 PIS 프로젝트의 추진･관리를 군주제 모

델에 따라 접근했다. 군주제적 접근은 기술적 낙관주의(technocratic utopianism)―
기술의 가치만을 인정하는, 즉 정치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신기술에 크게 의

존하는 정보정치의 또 다른 모델―라는 정보관리의 이상을 가진 의사결정자들

에 의해 주도되고 추진된다(Davenport et al., 1992). NEIS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인터넷 기반 최첨단 시스템이 학교와 교육 당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관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NEIS의 개발과 실행은 기술 주도적 전

자정부 정책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효율성을 명분으로 추진되었고, 이 사례는 시

민사회 시대에 PIS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주도적이고 공급 주도적인 접근방법

(황주성･최선희, 2003)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는다. 즉 PIS 추진과정에서 연

방주의적 접근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느린 속도’와 ‘과도한 타협’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상이한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이념적 

지향성이 강한 시민사회집단들이 개입된 NEIS 사례는 기업 IS의 연구결과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타협

의 문제를 간과한 속도 및 효율성 논리에 경도된 군주제 방식의 사업 추진이 

NEIS의 본질적인 문제를 넘어 시민사회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확대･

심화시켰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제는 연방주의 접근 방식으로 

PIS를 추진하되,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 협조적인 정책결정 네트워크를 형성하

고, 시민사회 내부의 이익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의 조정능력을 신장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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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IT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NEIS라는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그 실행과정에서 엄청난 초과 

예산을 소모하고 많은 기간을 연장하면서 어떻게 그리고 왜 논란이 되었는지를 

검토했다. IS 실패, 즉 이용자의 저항과 포기에 관한 많은 연구들로부터 NEIS 
갈등에 대한 정치적 차원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 시민사회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한국 시민사회의 권력 증가와 시민사회의 이념적 분화에 따른 분

파적 갈등이 NEIS 논쟁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 개념을 도입하여 전자정부 프로젝트 등의 PIS 연구에 기

여하고 있다. NEIS 사례를 통해서 볼 때, PIS 프로젝트의 진행에 있어 보다 광

범위한 사회적･정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전체로서의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 관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의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사회가 한국에만 국한된 사회적 

전환의 유형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시민사회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가들에서 부상

했거나 또는 부상하고 있다는 데 대해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

여지고 있다. PIS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추진 주체로서의 정부는 시민

사회 조직들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해야 하며, 이들의 이해를 조율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NEIS 사례 분석은 또한 민감한 공공 데이터를 다루고 그로 인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스펙트럼의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하는 PIS를 개발하고 실

행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이와 관

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PIS에서 이해관계자

들은 통상적으로는 프로젝트 내부에 존재하지만, 프로젝트의 경계를 초월하여 

존재하기도 한다. 시민사회 집단들은 종종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공공재를 명

분으로 그들의 주장을 제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진행하려

는 PIS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성격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그 데이터의 소유자와 

민감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확인되면, 이들의 개입 

여부와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관한 주요 결정들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거버넌스 구조를 수정하거

나 재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PIS를 중심으로 하여 시민사

회 집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국가 및 다른 행위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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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두는 아니라 하더라도 더 많

은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PIS 개발과 실행을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시민사회 시대의 PIS의 개발과 실행은 기업 IS를 위한 접근방법과는 

달리 이해관계자, 절차, 방법론, IT 거버넌스 등에 대한 사회적․정치적․구조적 

고려가 이루어진 다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NEIS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시민사회 시대에서 PIS와 정치 

문제를 다루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프라이버시 보호와 PIS에서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 설정 등이다. 이 

주제들 각각은 충분한 개별 연구의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것은 불

가피하게 시민들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확보해야 할 때 그들로부터 신뢰와 지지

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PIS의 거버넌

스 구조에 대한 정교화가 필요하다. IT 거버넌스에 관한 본 연구의 논의는 은유

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PIS를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

스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 NEIS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IT 거버넌스 하에서 NEIS에 

관한 주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결정들이 각 중요한 국면에서 그 

논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영향을 받았는지를 검토되어야 한다. 이
러한 추가적인 연구는 미래에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

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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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Government Implementation in the Age of Civil 

Society: 

An Extended Political Perspective for Public 

Information Systems 

Heejin Lee･Sangjo Oh･Kyungmin Ko 

Al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olitics in 
information system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they are mainly concerned 
with intraorganizational politics. The scope of e-government projects often span many  
stakeholders across multiple layers and even across the country outside of 
government. Therefore we need a broader perspective which can see a wider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where e-government projects are developed and will operate. 
Through the lens of civil society, this paper investigates a troubled e-government 
project. The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NEIS) is a nation-wide 
information system project in South Korean education. Through the extended political 
perspective of civil society, it is argued that the expansion of Korean civil society and 
its increasing power in public affairs is an underlying cause of the dispute. The 
implications for IT governance in the public sector are then discussed. This study 
contributes to enhancing knowledge of extended political aspects of public 
information systems which have been rarely explored in e-government research 
through adding the lens of civil society as a focus. As civil society is increasingly 
important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findings from this case have 
global implications for e-government research and practice. 

【Key words: civil society, IS politics, public information systems, e-government, I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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