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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전자정부가 실

제로 정부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로써 전체적으로 전자정부가 정부의 효과성, 참여, 법의 지배 등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

는 것으로 타나났다. 또한 통제변수보다 영향력의 강도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수준을 구성하는 구체적 지표별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수가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전자적 시민참여지수는 참여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전자정부준비지

수는 정부효과성과 법의 지배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전자적 시민참여지수와 전

자정부준비지수 모두 부패방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전자정부는 그것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었

으며 특히 정부 효과성 제고에 전자정부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자정부의 목적이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적합한 전자정부의 전

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전자정부, 정부효과성, 참여, 투명성, 법의 지배】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대우조교수(ajwjs@ajou.ac.kr)
논문접수일(2013.10.13), 게재확정일(2013.11.26)



2 ｢행정논총｣ 제51권 제4호

Ⅰ. 서 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활용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행정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지식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행정조직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1)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여 년간 공공부문에 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 각 국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만큼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어 

왔다. 또한 전자정부로 명명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정보화는 다른 어떤 국가들 보다 높은 수

준에 있음을 공인된 국제기구를 통해 인정받고 있다.2) 또한 현 정부에서는 ‘정부 3.0’사업을 

통해 협업에 의한 정부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

는 과정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을 핵심적인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3) 

정보기술의 활용은 정부가 대민서비스 및 정부 자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가

능성을 제공하고 있다(Moon, 2002).4) 또한 거시적으로 정치와 정부, 미시적으로 관리상의 

리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는데 기여하였다(Norris, 1999; 

Anderson, 1999; Fountain, 2001).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전자정부에 대한 관심은 학문적인 성과로도 나타났다. 전자정부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연구들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방 역시 제시되었다. 그러나 오

랜 기간 지속되어 온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정보화 혹은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

1) 공공부문의 정보화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를 기초로 한 정부개혁에서 핵심적인 화두

로 대두되었다. 1990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정부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재창조

(reinventing government)’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들 수 있다. 공공부문에

서의 정보기술의 활용은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황윤원 외, 2003).  

2) UN의 E-Government Survey와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은 2003년 13위, 2004년 5위, 2005년 5위, 2008년 6위, 2010년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으

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다. 

3)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

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정부3.0 홈페이지, www.gov3.0.go.kr).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정보화로 명명된 정

보통신기술의 활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정부3.0’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전자정부 민원서비스’의 경우 1000여 종의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는 곧 정보화가 국민들의 실생활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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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존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에 관한 연구는 정보화 추진체

계 및 평가에 관한 연구(김종무, 2003; 변미리, 2004; 박주석 외, 2005; 박민정, 2008; 이윤식 

외, 2008; 정연정, 2009; 김석주, 2010), 전자정부 실태 및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김성태, 

2000; 김현성, 2009; 김준한, 2010)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은 공공부

문 전자정부 자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한편 전자정부로 인해 발생되는 변화 혹은 효과에 대한 분석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기는 했으나 전자정부 자체의 현황, 시스템, 각종 제도 등을 다룬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다(송희준, 2002; 이창원･임명제, 2004; 박종구･최윤정, 2005; 임준형, 2006; 김태은 외, 

2008; 최연태･박상인, 2011). 또한 기존에 수행된 정보화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부패와 같

은 단편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에 비추어 종합적인 

효과분석은 미흡하다. 또한 국가수준에서 이러한 전자정부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지

에 대한 분석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공부문에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그

것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등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

문의 정보화가 이러한 기대했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IT 강국이며 공공부문 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 역시 높은 수

준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전자정부가 실제로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 ‘정부 3.0’으로 인해 전자정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전자정부의 효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정부 3.0’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전자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와 그로 인한 효과로서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다. 즉 공공부문의 정보화의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정부가 정부의 효과성이나 투명

성 등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실제로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 

되었는지를 국가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각 국가의 전자정부 수준

에 따라 그로 인해 유발될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전자정부의 효

과로 제시되는 주요 개념별로 전자정부 수준의 차별적 영향력이 존재하는가?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多국가 실증분석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기대

했던 전자정부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5) 이영주 외(2010)가 제시한 전자정부 연구동향에 따르면 1996년에서 2009년까지 전자정부 주제 중에

서 전자정부 시스템이 운영 및 구축에 관한 주제와 전자정부 추진과정의 정책적, 법적 이슈와 사회

적 문제를 주제로 한 전자정부 거버넌스(e-Governance)에 관한 주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61%에 달한

다. 이는 곧 전자정부의 연구주제가 주로 전자정부 자체에 치중되었으며 전자정부의 효과나 결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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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서론 이후에 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로서 전자정부와 전

자정부의 효과에 대한 개념 및 구성요소 등을 제시하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가설을 제시

한다. 3장에서는 연구설계를 통해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지표 등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분

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함의를 제시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전자정부의 의의

1) 전자정부의 의미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라 일컬어지며, 정부의 행정에 있어서 정보화 노력은 오랜 기간 

진행되었다. 행정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사용을 과거에는 행정전산화 혹은 행정정보화로 개념

화 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자정부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6) 그러나 우리가 흔히 사용

하는 전자정부의 개념은 학자 및 실무자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다(Moon, 

2002).7) 

Homburg(2008)는 전자정부를 “‘인터넷(wired)’ 혹은 ‘디지털’ 정부를 목적으로 행정에 있

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는 

정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촉진시키기 위해 모든 정보통신기술(팩스에서부터 노트북까지)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전자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인터넷에 기초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

다(UN & ASPA, 2001).  

이러한 정의는 전자정부를 정부업무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부를 정부가 전달하는 서비스의 전달과 관련시켜 개념정의 

하기도 한다. 즉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West(2004)는 전자정부를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를 인터넷이나 다른 디지털 방법을 통해 전달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8) Sprecher(2001)는 전자정부를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 간의 거래

6) 일반적으로 ‘~화(化)’는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되는 동태적인 변화를 의미한다(최동수, 
1998). 따라서 과거 행정정보화는 행정에 있어서 정보기술을 적용하고 변화를 꾀하는 과정의 의미를 

가지고 최근에 주로 사용되는 전자정부는 행정정보화의 산출물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김동

욱(1996)과 김태은(2008) 역시 행정정보화를 전자정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7) Moon(2002)은 전자정부의 아이디어는 민간부문에서 전자경영(e-business), 전자상거래(e-commerce) 개
념적용을 따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8) 전자정부는 계층제적이고, 단선적이며, 일방향적인 기존의 인터넷 전달 시스템과 달리 비계층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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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를 단순화 시키고 개선하는 것”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 Tolbert & Mossberger(2006) 

역시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개선하는 것으로 전자정부를 설명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개

념정의에 있어 초점이 정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모두 정부의 업무

에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Tolbert & Mossberger(2006)는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뿐 

아니라 정부운영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전자

정부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이와 

더불어 국민에게 정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자정부의 개념적 정의를 확장하

고 있는 것이다. 한편 Thomas & Streib(2003)는 정부의사결정에 있어서 직접적 참여를 촉진

함으로써 시민과 정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으로 전자정부를 개념화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전자정부가 단순히 정부 내의 효율성 측면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참여 등 국민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 역시 주요한 구성요소임을 주장하

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정부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던 전자정부의 개념에서 개념적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2) 전자정부 서비스의 다양성

전자정부는 다양한 측면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전자정부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전자정부의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Government & Internet Survey, 

2000). 첫째, 정부기관 간 보다 효율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인터넷과 

중앙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 둘째, 인터넷에 기초한 서비스의 전달, 셋째, 정부조달이

나 정부에 대한 접촉에 있어서 효율성 확보, 마지막으로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

기 위한 전자민주주의의 실현 등이다. 

Chadwick & May(2003)는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세 가지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관리적 모형(Managerial model)으로 이는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의

미한다. 둘째는 상담모형(Consultative model)로 정부와 시민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 하는 것

이다. 마지막은 참여모형이다. 이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제고와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부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디지털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의 서로 구별되지만 상호보완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Musso et al., 2000; McNeal et 

고, 쌍방향적이며 24시간 언제나 이용가능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조한다. 인터넷 서비스 전달의 비

계층제적 특징은 시민이 정부가 정보를 개방했을 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유롭게 정

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Wes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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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3; Mossberger et al., 2003; Tolbert & Mossberger, 2006). 하나는 기업가적 패러다임이

며 다른 하나는 참여적 패러다임이다. 전자정부의 기업가적 패러다임은 신공공관리적 입장

을 반영한다. 즉 전자정부는 신공공관리에서 강조하는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적 패러다임에서는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간주된다.9) Ho 

(2002)에 따르면 포탈 하나는 기관 간 혹은 조직 간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는 곧 효

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정부 조직 간의 유기적 협

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정부의 참여적 패러다임은 참여를 통한 정부의 책임성, 투명성, 반응성 제고를 강조

한다. 일부 학자들은 정보기술을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Budge, 

1996; Norris, 2001; Bimber, 2003; Alvarez & Hall, 2004). 그만큼 전자정부는 시민들의 참여

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ompson(1999)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은 지역적 거리를 

극복하고, 이념적 다양성을 지지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관점을 개방하면서 熟議
(deliberation)를 장려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활성화 시킨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정보에의 접근성은 시민과 정부 간의 의사소통과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가 더욱 투명

해지고, 책임성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자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정부 업무 자체의 효율성과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의 효율성, 전자적 시민참여와 그것을 통한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으로 매

우 다양하다. 우리나라 역시 전자정부 사업 초기에 정립한 전자정부 개념의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한국전산원((현)한국정보화진흥원), 1996). 

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의 내부행정 효율성 제고 

②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③ 전자정부와 행정업무의 재설계

④ 전자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⑤ 전자정부의 보편적 서비스 달성과 민주주의 이념 제고

위에서 제시된 전자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설정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전자정

부 사업도 다양한 목적과 서비스를 지향하며 시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행

정정보화의 과정을 거쳐 전자정부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자정부가 제시하

9) 효율성 외에도 전자정부의 기업가적 패러다임은 반응성을 강조한다(Tolbert & Mossberg, 2006). 여기

에서 반응성이란 고객서비스의 질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인터넷은 정부의 고객들과 접촉을 용이하

게 함으로써 반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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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과 서비스가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명확하지 않다. 많은 학자들

이 전자정부의 기대효과로서 다양한 항목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

지 않고 있음을 제시하는 주장도 있다. Davis(1999)는 기관의 웹사이트는 행정의 반응성이나 

시민의 참여를 제고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Chadwick(2001) 역시 정부의 웹사이트는 상호작

용과 熟議를 유발하지 않으며 결론적으로 거버넌스를 재형성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자정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부의 변화상은 정부의 효율성 뿐 아니라 부패감소 그리

고 민주주의의 강화 등 다양하다(Avgerou et al., 2006). 그러나 전자정부로 인해 실제 그러

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정부가 위

에서 언급한 다양한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거버넌스 지표의 구성 개념

최근 국가를 구성하는 각 분야의 질적인 수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 중 하

나가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ance)과 관련된 논의이다(김선혁, 2011; 김희강, 2011; 윤견

수, 2011; 박종민･장용진, 2012; 최상옥, 2012; 최진욱 외, 2012).10) 정부의 질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좋은 정부(good governance)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관련이 있다. 즉 질 높

은 정부가 좋은 정부이며 정부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좋은 정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좋은 정부’의 개념 자체가 규범적이라는 점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기준이 다양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의 질의 개념 및 기준에 대한 논의 역시 상황에 따라 또는 국

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정부’를 측정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지표로서 세계은행이 제

시하는 거버넌스 지표(Governance Indicators)가 있다. Kaufmann et al.(2000)은 거버넌스를 특

정 국가에서 권위가 실행되는 전통과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세 가지의 요소

가 포함되는데 첫째는 정부가 선택, 감독, 대체되는 과정, 둘째는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집행

하는 정부의 역량, 마지막은 국가와 시민들 간의 경제적･사회적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제도

에 대한 국가와 시민의 존중 등이다. 이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정의는 ‘좋은 정부’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즉 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

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시민은 권력의 행사를 지배

하는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  

Kaufmann et al.(2004)은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정의와 세 가지의 요소를 기초로 하여 다음

10) 정부의 질 외에도 민주주의의 질(quality of democracy), 삶의 질(quality of life),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 등 각 분야의 질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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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여섯 가지의 핵심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항의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은 정치적 절차, 시민자유, 정치적 권리 등에 관한 지표를 포함한다. 구체적으

로 시민들이 그들의 정부를 선출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범위,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

론의 자유의 정도 등을 의미한다. 

둘째는 ‘정치적 안정(Political Stability)’이다. 본 개념은 비헌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활

용하여 정부의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그것을 전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권력을 평

화적으로 대체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을 훼손하고, 정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

치는 부정적 변화에 의해 좋은 정부가 좌절된다는 아이디어가 반영되었다.

셋째는 ‘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이다. 정부효과성은 공공서비스의 질과 그것

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정책형성과 집행의 질, 특정 정책에 

대한 정부의 헌신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효과성에서의 초점은 좋은 정책의 생산과 집행, 

공공재의 전달에 대한 정부수요라고 할 수 있다. 넷째는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이다. 

규제의 질은 정책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무역과 민간경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의 완화 등 시장친화적 정부정책을 강조하면서 민간부문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과 규

제의 형성 및 집행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효과성’과 ‘규제의 질’은 합리적 정책

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역량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두 개의 개념은 공통적으로 시민과 국가에 대한 존중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하

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로 여기에는 사회구성원이 사회를 지배하는 규칙을 확신하고 

그것에 구속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경제적･사회적 상호작

용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규칙이 기초가 되는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지가 핵

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이다. 이는 공권력이 사

적이익을 취하거나 사적 이해관계에 ‘포획(capture)’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패의 문

제는 부패를 행한 사람과 부패 원인제공자 모두 상호작용에 있어서 그것을 지배하는 규칙

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데서 발생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부패통제와 법의 지배는 매우 밀접

한 관련성을 가진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상의 여섯 가지 거버넌스 지표에는 앞서 제시한 전자정부의 목적과 취지 혹은 기대효

과와 일치하는 항목이 존재한다.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 협력과 업무의 효율성,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 등 정부의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Chadwick 

& May(2003)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모형 중에서 관리적 모형에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효율

성을 제고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자정부를 통해 행정의 내부 업무의 

효율성과 대국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전달과 정부업무의 효

율성을 통한 정부역량의 강화가 전자정부의 목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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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도 전자정부의 목적에 포함된다(Government 

& Internet Survey, 2000).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정보에의 접근성 제고는 정부활동의 

투명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있다. 전자정부는 정부의 각종 활동과 자료의 공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투명성 제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Chadwick & May(2003)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여를 촉진하는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서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전자정부의 기대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많은 학자들은 전자정부의 참여적 패러다임을 강조하면서 참여를 통한 정부의 책임

성과 반응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Mossberger et al., 2003; Tolbert & Mossberger, 2006). 우리

나라에서도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제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참여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전자정부의 목적 혹은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주요 기대효과로는 서비스전달

의 효과성과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부역량강화, 정부의 투명성제고, 그리고 참여

확대를 통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거버넌스지표가 제

시하는 여섯 가지 지표 중에서 ‘항의와 책임성’,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와 ‘부패통제’ 등

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

한 개념으로 거버넌스 지표 중에서 위의 네 가지 지표를 도출하여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3. 전자정부와 거버넌스 지표 간의 관계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은 정부의 효율성과 참여 그리고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결국 전자정부를 통해서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의 수준을 제

고하면서, ‘좋은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전자정부가 정부의 효율성, 참여, 투명성 등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라

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제시한다. 

대부분의 전자정부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효과의 단편적인 부분들과 전자정부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전자정부와 정부의 효율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West(2004)는 국가설문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자정부를 통한 정보의 

노출은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시민들의 의견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비록 시민들의 인식을 묻는 조사 자료이지만 결국 시민들이 전자

정부로 인하여 정부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은 실제 전자정부가 정부의 효율

적 문제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Tolbert & Mossberger 



10 ｢행정논총｣ 제51권 제4호

(2006) 역시 전자정부로 인한 변화를 설명하는 두 가지의 접근법 중 기업가적 접근

(entrepreneurial approach)에서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웹서비스는 정

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정부의 

효율성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Tolbert & Mossberger(2006)의 

가정 역시 전자정부가 정부의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Srivastava & Teo(2006)는 정부의 효율성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다른 하나는 정부조직 내부의 운영의 효율성이다. 또한 전자정부의 발전은 

이 두 가지의 효율성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전자정부는 정부의 내부행정 뿐 아니라 서비스 전달 역시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가설1) 전자정부 수준은 정부의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자정부는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많은 학자들은 전자정부가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윤상오, 2003). 전자정부는 시민들이 정부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채널의 역할을 한다. 전자정부는 시민과 정부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

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되었다(Seifert & Peterson, 2002; Thomas & Streib, 2003) Norris(2001)

는 동원이론(mobilization theory)을 통해 여러 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웹기술은 전통적

인 정치적 자원을 동원할 능력이 없는 일반시민이나 시민단체들에게 정책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함으로써 ‘정치적 게임의 장을 평등화’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11) 이러한 Norris(2001)의 주장을 통해 전자정부가 시민참여를 촉진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한 연구들도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임준형(2006)은 도시전자정부가 

환경관련 정책과정에의 참여를 촉진시키는지의 여부를 검증한 연구에서 도시전자정부는 환경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의견반영을 촉진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연구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Alvarez & Hall(2004)과 Bimber(2003) 역

시 전자정부가 더욱 높은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

과들을 토대로 전자정부는 시민참여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가설2) 전자정부 수준은 시민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반면에 Norris(2001)는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도 함께 제시한다. 이는 동원이론과 대조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엘리트와 기득권 세력의 이익에 봉사함으로써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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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와 부패 간의 관계를 통해 전자정부와 법의 지배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전자정부의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전자정부와 부패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왔다. 또

한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전자정부가 부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송희준, 2002; 김영평･이근주, 2002; 최진욱, 2007; 김태은 2008; Andersen & Rand, 2006; 

Srivastava et al., 2007; Shim & Eom, 2008; Andersen, 2009). 송희준(2002)은 정부의 전자정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자정부가 행정의 투명성을 증가시킴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와 

같은 투명성이 제고되는 이유로서 경쟁의 확대, 재량행위의 축소, 업무의 정보화를 통한 정

보의 공유 및 정보공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은(2008)은 국가 수준의 패널자료를 분석

하면서 전자정부가 부패감소에 긍정적 영향요인임을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12) 외국의 연구

들로는 Andersen & Rand(2006)는 1997년에서 2002년까지의 국가자료를 사용하여 전자정부

와 부패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높은 수준의 전자정부는 낮은 부패수준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곧 전자정부가 부패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Shim & Eom(2008)의 연구 역시 전자정부와 부패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그들은 전자

정부가 부패감소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전자정부는 외적으로 시

민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에 의해 그리고 내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인 통제와 감시를 통

해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송희준(2002)과 Shim & Eom(2008)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정부는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보공유와 공개가 촉진되기 때문에 행정의 투명

성과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효과는 곧 행정에 있어서 법

의 지배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법의 지배는 법 앞에 평등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행정의 법집행 행위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법의 지배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

한 부패 행위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부패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법의 지배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부패감소와 함께 법의 지배 역시 강화시킬 것이라

고 가정할 수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3) 전자정부 수준은 법의 지배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전자정부 수준은 부패통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또한 김태은(2008)의 연구는 OECD국가군과 비OECD국가군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OECD국가군이 

비OECD국가군에 비하여 더욱 정교한 통계적 지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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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대상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서 분석대상 국가는 전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

로는 아메리카 35개국, 유럽 41개국, 아프리카 53개국, 아시아 47개국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

역 국가 14개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적 범위로는 2003년에서 2010년까지의 시간적 

범위를 가진 자료를 가지고 패널분석을 시도한다.

2. 변수의 측정

1) 전자정부 효과 지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전자정부의 효과를 거버넌스 지표에서 제시된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거버넌스 지표는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Governance 

Matters VIII(Kaufmann et al., 2009)에서 제공하고 있다. 거버넌스 지표에 포함된 여섯 가지의 

개념 중에서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주요 기대효과라고 할 수 있는 정부 효율성, 투명성, 참여 

및 책임 등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와 ‘부패통제’, 그리고 ‘항의와 책임

성’ 지표를 사용한다. 각 지표의 점수범위는 -2.5에서 2.5까지이다. 점수가 커질수록 각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2) 전자정부 수준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의 수준은 전자정부에 대한 국가비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UN, 2003; 2004; 2005; 2008)

를 사용한다.13) 본 보고서는 전자정부 준비지수(E-Government Readiness Index)를 제공하고 

있다.14) 본 지수는 0~1까지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자정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전자적 참여지수(E-Participation Index)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전자적 

참여지수는 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위해 정부가 전자정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공

13) 각 년도마다 보고서의 명칭에 차이가 있다. 2003년 보고서는 Global E-Government Survey 2003이
고 2004년과 2005년 보고서는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이며 2008년 보고서는 UN 
E-Government Survey 2008이다.  

14) 본 지수는 ‘Web Measure Index’,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dex’, ‘Human Capital Index’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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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보 및 서비스의 질과 유용성을 측정한 지표이다. 전자적 시민참여 지수는 참여라고 

하는 특정한 목적의 전자정부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의 수준을 전자정부 준비지수와 전자적 참여지수 두 가지를 사용하여 분석에 포함

시킨다. 전자적 참여지수 역시 0~1까지의 값을 가진다.     

3) 통제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제변수는 주로 국가를 둘러싼 환경변수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환경변수를 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 그리고 국제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변수를 설정한다. 

경제적 환경은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률과 1인

당 GDP 규모로 측정한다. 1인당 GDP규모에 관한 자료는 많은 국제기구에서 제공되고 있

다. 이들 중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Pennsylvania대학의 국

제비교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에서 제공하는 Penn World Table 7.0
(Heston et al., 2011)과Penn World Table 6.3(Heston et al., 2009)의 자료를 사용한다. 본 자

료는 Penn World Table시리즈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되어 나온 자료이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분석에 포함시킨다. 시민참여는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민주주의 수준은 Polity IV 

Project에서 제시하는 지표를 사용한다. Polity IV Project는 Polity Score를 통해 각 국의 민주

주의 수준을 점수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지표는 -10~10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지고 있다. 

점수가 커질수록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정부로 하여금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

고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즉 세계화는 정부의 질을 제고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 수준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시킨다. 세계화 수준에 대

한 지표는 스위스 경제연구소(KOF; Konjunktur for schungsstelle at ETH Zurich)에서 발표하

는 세계화 지수(Globalization Index)를 사용한다. 본 세계화 지수는 경제적 세계화, 정치적 

세계화 그리고 사회적 세계화 등 세 가지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15)  세계화 지수 값

은 0~100까지의 범위이며 높은 값일수록 세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5)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는 국제교역규모, 외국인 직접투자, 간접투자 등의 세부지표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세계화(Social Globalization)는 해외통화량, 외국인 수, 재화와 서비스의 이전 정

도, 국제관광의 비율 등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세계화(Political Globalization)는 대사관 

수와 해당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숫자 등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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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지표

변수 개념 조작화 측정지표 점수 자료원

종속
변수

전자
정부 
효과

정부
효율성

정부효과성
(Government Effectiveness)

-2.5점~2.5점
: 점수가 클수록 
  수준이 높음

The World Bank
Governance 
MattersVIII(2009)

참여
항의와 책임성
(Voice & Accountability)

법의 
지배

법의 지배
(Rule of Law)

반부패
부패통제
(Control of Corruption)

독립
변수

전자정부 수준

전자정부 준비지수
(E-Government Readiness 
Index)

0점~1점
: 점수가 클수록 
  수준이 높음

UN
E-Government Readiness Report
(2003, 2004, 2005, 2008)전자적 참여지수

(E-Participation Index)

통제
변수

경제적 
요인

경제발전
수준

경제성장률
-

Penn World Table 6.3(2009)
1인당 GDP 규모 Penn World Table 7.0(2011)

정치적 
요인

민주주의
수준

민주주의 지수
-10점~10점
: 점수가 클수록 
  수준이 높음

Polity IV Project

세계화 
요인

세계화
수준 

세계화 지수
0점~100점
: 점수가 클수록 
  수준이 높음

KOF Index of Globalization

<그림 1> 연구의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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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패널자료이다. 총 190개국이 분

석에 포함된 본 자료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본 패널자료의 총 표본 

수는 최소 612개에서 최대 1327개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평균은 먼저 종속변수인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네 개의 변수들 모두 0점미만(-2.5~2.5점)임을 알 수 있다. 전자정부 수준은 

전자정부 준비지수의 경우 .405로 중간 정도 수준(0~1점)인 반면 전자적 참여지수는 0.160점

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패널자료의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
변수

정부
의 
질

정부효과성
(Gov. Effectivenss)

1318 -2.495 2.267 -0.067 0.997 

참여
(Voice and Accountability)

1327 -2.291 1.827 -0.065 1.010 

법의 지배
(Rule of Law)

1327 -2.500 1.964 -0.084 0.996 

반부패
(Control  of Corruption)

1318 -2.016 2.467 -0.065 0.996 

독립
변수

전자
정부
수준

전자정부준비지수
(E-Government Readiness Index)

751 0.000 0.927 0.405 0.208 

전자적 참여지수
(E-Participation Index)

759 0.000 1.000 0.160 0.215 

통제
변수

경제성장률 909 -40.304 56.404 3.668 5.892 

1인당 GDP 규모 1286 135.968 159367.730 11977.332 15355.225 

민주주의 수준 924 -10.000 10.000 3.532 6.483 

세계화 수준 612 20.170 91.840 61.806 14.985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들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평균 3.668%, 1인당 GDP 규모는 약 $11,978

이다. 민주주의 수준은 평균 3.532점(-10~10점)으로 민주주의 쪽으로 더욱 가깝게 나타났으

며 세계화 수준은 평균 61.8점(0~100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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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특성별 전자정부 효과

본 분석에서는 통제변수로 제시된 국가특성변수들인 경제발전수준, 민주주의수준, 세계화

수준별로 그 수준이 유사한 국가군을 구분하여 국가군별 전자정부의 효과 및 전자정부 수

준의 차이를 분석한다.16) 

<그림 2> 1인당 GDP 규모에 따른 전자정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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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효과성** 법의지배** 부패통제**

  **p<.01 *p<.05 

위의 <그림 2>는 경제발전수준의 측정 지표 중의 하나인 1인당 GDP 규모에 따른 전자정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자정부 효과를 구성하는 개념별 1인당 GDP 규모에 따른 차

이는 1%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 규모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국가군들은 낮은 국가군들에 비해 전자정부 효과를 구성하는 네 가지의 지표에서 모

두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편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정부효과성에 있어서

16) 특성이 유사한 국가군의 구분은 경제발전수준, 민주주의수준, 세계화수준 각각의 점수들을 표준화시

켜 표준화 점수(Z-score)가 양수(‘+’; 전체국가의 평균점수 이상)인 국가들과 음수(‘-’; 전체국가의 평

균점수 미만)인 국가들을 구분하여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국가군은 각 특성변수의 

점수가 전체 평균 이상인 국가군과 평균미만인 국가군으로 구분된다. 분석방법은 집단 간 평균차이

를 분석하는 ANOVA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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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1인당 GDP 규모가 평균 이상인 국가군과 평균미만인 국가군 사이에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반면 법의 지배와 부패통제의 경우에는 평균이상인 국가군과 평균미만인 국가

군 사이의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는 불편부당성의 개념

과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림 3> 민주주의 수준에 따른 전자정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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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효과성** 법의지배** 부패통제**

   **p<.01 *p<.05 

<그림 3>은 민주주의의 수준에 따른 네 가지 전자정부 효과지표 값의 평균차이를 나타내

고 있다. 각 측정지표 값의 평균차이는 모두 1%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분석결과 위에서 분석한 1인당 GDP 규모별 평균차이 분석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

고 있다. 즉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군은 낮은 국가군에 비해 네 가지 측정지표 모두에

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전자정부

의 효과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균차이의 크기에 있어

서는 앞서의 분석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주의 수준에 따른 전자정부 효과 측정지표 

값의 차이의 폭은 네 가지 지표 중 참여지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정부효

과성 지표에서 차이의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인당 GDP 규모별 전자정부 효과에

서 나타난 평균차이의 크기 패턴과 대조적인 것이다. 1인당 GDP 규모별로 가장 큰 평균차

이를 나타냈던 지표는 법의 지배였으며 다음으로는 부패통제가 큰 폭의 차이를 나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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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주의 수준별 평균차이에서는 법의 지배와 부패통제는 상대적으로 평균차이의 폭

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특징은 전자정부의 효과 중에

서 투명성 측면과 정치적 특징은 참여와 효과성 측면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

미한다. 또한 국가특성을 구성하는 각각 요소들은 전자정부 효과의 서로 다른 측면과 관련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전자정부 효과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이 공존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수준에 따른 전자정부 효과 차이분석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앞서의 

분석과 같이 평균차이는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세계화 수준에 따른 정보화 효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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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효과성** 법의지배** 부패통제**

  **p<.01 *p<.05 

세계화 수준에 따른 전자정부 효과 차이 역시 앞서의 분석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화 수준이 높은 국가군은 낮은 국가군에 비해 네 가지 측정지표 모두에

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세계화 수준이 높으면 더욱 높은 전자정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네 가지 전자정부 효과 측정지표의 세계화 수준별 평균차이의 크기는 앞서의 두 분

석과는 다른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1인당 GDP 규모와 민주주의 수준은 네 가지 지표 중 

특정지표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1인당 GDP 규모에서는 법의 지배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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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통제 지표에서 가장 큰 평균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정부효과성에서는 상대적으로 평균차이

의 크기가 작은 반면 민주주의 수준에서는 참여와 정부효과성의 평균차이의 크기가 컸으며 

법의 지배와 부패통제는 평균차이의 크기가 작았다. 이와 같이 두 개의 국가특성지표는 전

자정부 효과의 특정한 측면과 상대적으로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세계화 수준은 네 가지의 측정지표 모두에서 비교적 크고 유사한 평균차이의 폭을 나타

내고 있다. 이는 세계화 수준이 참여, 정부효과성 그리고 투명성 등 전자정부 효과의 다양

한 측면에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국가특성별 전자정부 효과의 차이는 모두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

나 차이의 폭과 관련된 패턴은 각각의 국가특성요소에 따라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모든 국가특성요소들이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다양한 기대효과에 동일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련성의 정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전자정부 수준과 효과

본 분석에서는 앞서 분석했던 ‘국가특성별 전자정부 효과’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전자정부 수준에 따라 그 효과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한다. 본 분석을 통

해서 전자정부가 실제로 기대했던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있다. 분석결과

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전자정부 수준에 따른 정보화 효과 차이

<그림 5-1>전자적 시민참여 수준별 효과 차이 <그림 5-2>전자정부 준비지수별 효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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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은 전자적 시민참여 수준에 따른 네 가지 전자정부 효과 측정지표의 평균값 

차이이며 <그림 5-2>는 전자정부준비지수에 따른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모두 1% 이내

에서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전자정부 수준을 측정하는 두 가지의 지표 모두 수준이 높은 국가군이 낮은 국가군

에 비해 모든 전자정부 효과 측정지표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차이의 크기 역

시 두 지표 모두에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나고 있다. 즉 전자적 시민참여수준과 전자정부준

비지수 모두 정부효과성의 평균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전자정부 효과 측

정지표들은 유사한 차이의 크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체적인 전자정부의 

수준은 전자정부의 효과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정부 효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자정부의 수준은 전자정부 효과의 차이를 유의

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정부가 그것이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4. 전자정부 효과분석

본 분석에서는 국가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전자정부수준과 효과측정지표 간의 인과관계

와 상대적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한다. 전자정부 효과를 측정하는 네 가지의 지표를 종속변

수로 하고 전자정부준비지수와 전자적 참여지수를 독립변수로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세계

화 요인을 통제변수로 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190개 국가로 구성된 패널자료라는 점에서 pooled OLS로 결과를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17) OLS로 결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OLS의 기본적인 네 가지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나 패널자료의 특성상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의 특성을 동시에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오차항에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이나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존재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민인식･최필선 2009).18) 따라서 먼저 자료의 이분산성과 자기상

관이 존재하는지 검증 한 후 이를 고려한 모형이 설계되어야 한다.

먼저 패널자료의 자기상관을 검증하기 위해 Wooldridge(2002)가 제시한 검정방법을 사용

한 결과 정부효과성을 종속변수로 포함하는 모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형은 자기상관이 존

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따라서 참여, 법의 지배, 그리고 부패통제를 종속변수로 하

17) 190개 모든 국가의 자료가 2003~2010년까지 제공되고 있지는 않으며 패널분석에서 자료가 누락된 

샘플은 결측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의 실제 샘플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18) OLS의 기본가정은 첫째, 오차항의 기댓값이 0이어야 한다. 둘째, 동분산성(homoskedasticity)이 전제

되어야 한다. 셋째, 오차항에서 동시적 상관과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차

항과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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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형의 경우 자기상관이 존재함을 가정한 모형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이분산성의 존재를 

검증하기 위해 Breusch & Pagan(1980)의 검정방법을 적용한 결과 부패통제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만 이분산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모형은 모두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20) 이를 종합하면 전자정부 효과의 네 가지 측정지표 중 정부효과성을 종속변

수로 한 모형에서는 이분산성의 존재를 고려해야 하며, 부패통제를 종속변수로 포함한 모형

에서는 자기상관의 문제를 고려한 분석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 참여와 법의 지배가 

종속변수인 모형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각 모형의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의 문제를 고려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전자정부

의 효과측정지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전자정부 효

과를 구성하는 네 가지 지표에 대해서 전자정부 수준은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표 3> 전자정부 효과 분석

정부의 질
참여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 부패통제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1.805**
(.041)

-2.32**  
(.108) 

-2.185**
(.071)

-1.82**   
(.157) 

전자
정부
수준

전자적 시민참여
.167**
(.035)

 .174  
(.090) 

.128  
(.079)

.205
(.106)  

전자정부준비
.173
(.222)

 1.32**   
(.271) 

.748** 
(.292) 

-.004   
(.223) 

경제적
요인

경제성장률
-.001
(.002)

 -.002   
(.004) 

.0005
(.001) 

 .0002    
(.001) 

1인당 GDP
.00001**
(1.08e-06)

.00002**   
(2.43e-06) 

 .00003**
(1.85e-06)   

.00004**   
(3.49e-06)   

정치적
요인

민주주의
.080**
(.002)

 .012**   
(.001)

.012**
(.002)  

.017**
(.006)    

세계화 
요인

세계화
.019**
(.002)

.024** (.002) 
.023**  
(.001) 

.020** 

N 406 406 406 406
R-square .825 .860 .741 .592

 **p<.01 *p<.05 

19) Wooldridge(2002)가 제시한 자기상관 검증방법은 STATA 통계프로그램에서 ‘xtseiral’의 명령어를 사

용하여 검증한다. 이 때 귀무가설은 ‘Ho: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이다. 본 자료의 검증 결과 p
값이 1% 미만으로 나옴에 따라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Breusch & Pagan(1980) 검증방법은 ‘hettest’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이분산성의 존재를 검증한다. 이때 

귀무가설은 ‘Ho: 이분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이며 본 자료의 검증결과 1% 미만에서 귀무가설을 기

각했기 때문에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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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자정부 수준은 부패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효과

지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세부지표별로 영향

을 미치는 효과지표가 다르다. 또한 부패통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

다. 이는 전자정부의 세부 내용별로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속변수 별로 설명을 하면 먼저 참여에 대해서 전자적 시민참여 지수는 참여수준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전자정부준비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있

다. 이는 전자적 시민참여라는 전자정부의 한 측면이 원래의 취지대로 참여를 촉진하는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Norris(2001)가 제시한 동원이론과 같이 전자정부는 행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국

민들의 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를 통해 참여의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서 정치적 게임의 

장을 평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민신

문고, 정보공개시스템, 서울시의 천만상상오아시스 등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촉진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 통제변수로서 경제성장률을 제외하고 1인당 

GDP 규모, 민주주의 수준 그리고 세계화 수준 모두 참여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변수들보다도 전자적 참여가 가장 강한 영향력의 강도

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민참여의 증가는 다른 환경적 측면보다 정부가 목적

에 부합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효과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 전자정부준비지수가 정부효과성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반적인 전자정부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정부

준비지수는 시민참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정부효과성에는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이는 특정 목적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전자정부의 수준은 정부효과

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식적인 전자정부의 목표가 

주로 내부업무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윤상오, 2003). 즉 전자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능률형 정부’와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서비스형 정부’이다(방석현, 1998).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보화 단계를 거

쳐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정부가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인 정부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종속변수로 사용된 정부효과성 지표는 정부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그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정부가 전체적인 정부의 

효율성 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서비스형 정부’를 추구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다. 그 외에 유의미한 변수로는 1인당 GDP 규모, 민주주의 수준 그리고 세계화 수준 모두 

정부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향력의 강도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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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준비지수보다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법의 지배에 대해서는 전자정부준비지수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전자적 시민참여는 유

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정부준비지수는 경제적, 정치적, 세계화 

요인보다 그 영향력의 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정부가 정보공유 및 

공개 등과 같이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정부행태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효과를 유발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부패통제에 대해서는 모든 전자정부 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흥미로운 결과는 법의 지배와 반부패 등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전자정부수준의 영향

력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전자에서는 전자정부준비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

면 후자에 대해서는 모든 전자정부지수가 유의미하지 않다. 전자정부가 투명성을 제고한다

는 기본 가정 하에 두 개념에 대해서 전자정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 

법의 지배와 반부패 모두 정부의 행태이지만 법의 지배는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

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전자정부는 부패방지를 위한 수단의 강화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

치지만 결국 그것이 부패행위를 방지하는데 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UN 전자정부(준비도) 평가 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으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시하는 부패지수는 2009년과 2010년 39위, 2011년 43위, 

2012년 45위 등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전자정부가 부패방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되었던 전자정부가 부패통

제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외의 영향변수는 1인당 GDP 규모, 민주주의 및 세계화 수준이 부패통제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경제적, 정치적 및 세

계화의 환경은 지속적으로 전자정부 효과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전자정부의 효과지표로 활용된 거버넌스 지표는 전자정부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지만 국가의 환경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이 부분적으로 검증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전자정부수준을 구성하는 두 개의 지수들이 전자정부 효과를 측정하기 위

한 네 개의 거버넌스 지표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참

여에는 전자적 시민참여지수가, 정부효과성과 법의 지배에는 전자정부준비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앞서 제시된 가설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

패통제에 대해서는 두 개의 전자정부 지수들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으로써 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가 부패방지의 효과를 유발하지 못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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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정부의 효과 영역별로 전자정부의 구체적 내용들이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자정부의 목적이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에 따라 전

자정부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전자정부가 

실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자정부 효과는 경제적, 정치적, 세계화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각각

의 국가특성변수의 수준을 평균 이상인 국가군과 평균 미만인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전자정

부 효과지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국가특성변수에서 평균 이상인 국가군이 미만인 

국가군에 비하여 전자정부 효과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의 국가특성변수 별로 

전자정부 효과를 구성하는 네 가지의 측정지표 값의 차이의 폭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1인당 

GDP 규모의 경우 평균 이상인 국가군과 평균 미만인 국가군 간에는 법의 지배와 부패통제

에서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민주주의 수준에서는 참여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

났다. 한편 세계화 수준은 네 가지의 측정지표 모두 유사한 차이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국가특성별로 전자정부 효과의 특정 측면과 차별적으로 관계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각 국가마다 전자정부 효과의 양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전자정부의 수준별 효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자정부 수준이 평균 이

상인 국가군이 미만인 국가군에 비하여 네 가지 효과측정지표 모두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

타내었다. 이는 전자정부가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차이의 크기에서는 전자적 시민참여수준과 전자정부준비

지수 모두 정부효과성에서의 평균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자정부가 효과의 

구성요소 중 정부 효과성 차이를 가장 크게 유발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세계화 요인을 통제 한 후 전자정부 효과

지표에 대한 전자정부수준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부패통제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전자

정부가 효과지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보다 영향력

의 강도 역시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구성하는 지표별로 유의미하

게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전자적 시민참여는 참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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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전자정부 준비지수는 정부효과성과 법의 지배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다. 특히 전자정부 준비지수는 정부효과성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정부효과성은 전자정부의 가장 큰 효과로 제시될 수 

있으며 또한 전자적 시민참여가 실제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정부가 특

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경우 그 효과 역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부

패통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전자정부가 부패방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전자정부는 그것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부 효율성에 전자정부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자정부의 목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적합한 전자

정부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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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E-Government: A Focus on Governance Indicators 

Jaesun Wang

This study examines what effects e-government brings about in government, using 
national-level panel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government has a positive 
impact on government effectiveness, participation, and the rule of law. The degree of 
e-government’s impact is stronger than for the control variables.

On the other hand, two indexes of e-government have different impacts on four 
governance indicators. While the e-participation index influences the level of 
participation, the e-government readiness index impacts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rule of law. Neither index influenced control of corruption. 

This study showed that e-government led to positive effects for the diverse goals 
it pursued. In particular, the main effect of e-government is improvement to 
government effectiveness. 

【Keywords: E-government, Government effectiveness, Participation, Transparency,

Rule of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