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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는 인터넷공간에서 정주하는 정보문화가 권력분산, 수평적 정보공유, 고객과 하위직원의
의견개진과 반영,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의 공공 쟁점에 대한 관심도로 측정되는 민주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을 논의한다. 특히 정보화에 따라 급증하는 역기능
의 적절한 제어가 정보문화의 핵심이라는 인식 하에서 첫째, 인터넷상의 소통 및 거래의 신뢰성, 유
통되는 지식과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인터넷 상의 행위자 책임성으로 구성되는 사회자본, 둘째, 업
무 재구축과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인권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제도자본,
셋째, 정부와 민간부문의 적절한 전달 혼합 기재가 민주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회귀
분석 결과 사회자본과 제도자본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정보문화 서비스 전달 혼합에서는 민간부문과 민관 파트너십보다는 정부지원정책이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정보문화, 민주적 거버넌스, 사회자본, 제도자본
I. 머리말
각종 지표를 통하여 확인되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적이다. 또한 인터넷 등
정보기술 활용이 심화됨에 따라, 정보화가 민주화에 기여하는 사실이 이미 현상적으로
목도되고 있으며, 이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학계 노력도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이용의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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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도 광우병파동과 촛불집회, 연예인자살과 관련된 일련의 악플 사건, 미네르바사
건, 연예인 인터넷 불법도박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여당은 사이버모
욕죄 신설, 인터넷 본인 확인제 확대, 사이트 운영자 책임강화 등 인터넷 규제 강화를 추
진하고 있다. 이런 정치･사회적 동향은 건전한 정보문화가 인터넷공간에 자율적으로 정
착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정부규제가 진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보화가 민주
적 거버넌스 구축 효과를 내려면, 인터넷공간의 신뢰성과 사용자들의 자기 책임성이라는
사회자본과 개인정보 보호법령이나 정보격차 해소 같은 제도자본이 구비되어야 하며, 이
런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인터넷 공간의 사회자본과 제도자본이 민주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역할을 진단한다. 인터넷공간은 현실
공간과 긴밀한 관계를 갖지만, 그 속에서 형성되는 정보문화는 현실문화와 상당히 다른
특성을 지닌다. 대면성, 유대 및 파급성 등에서 현실공간과 많이 다른 인터넷 공간에 정주
하는 정보문화로 인하여, 사회자본과 제도자본 그리고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역할이 민주
적 거버넌스 구축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 이 점에서 정보사회를 주도하는 정보화
전문가들의 인식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간의 여러 자본과 정책집행 및 서비스 전달 기재
가 민주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Ⅱ. 이론적 검토

1. 인터넷 공간과 정보 문화
인터넷 혁명으로 인간은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오가며,
활발한 소통과 거래를 하면서 새로운 정보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형
성되는 정보문화의 본질이 무엇이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다 학문적인
실증 분석과 처방을 통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제기되
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정주하는 인터넷공간의 개념과
용어조차 통일되지 않고 있다.1) 본 연구에서 정보문화는 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에 따
1) 정보문화는 사이버 문화, 인터넷 문화, 디지털 문화 등으로도 불리고, 그 거주공간은 가상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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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기술의 활용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
양식’으로 정의한다.
정보사회의 인터넷공간은 현실공간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실공간과 인터넷
공간은 대면 여부(대면성과 식별성 대 비대면성과 익명성)와 유대의 특성(소수의 강한 연
대 대 다수의 약한 연대), 정보의 전파 속도(느림 대 빠름)와 경계선(주권 중심의 폐쇄적
국경선 대 글로벌리즘 중심의 무국경선)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Castells, 2000;
Wellman, 2001; 최두진･김은정 외, 2008; 한국인터넷진흥원･전자신문사, 2008). 인터넷공
간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다수간 약한 유대, 신속하고 광역적인 전파성은 사이버 명예훼
손과 언어폭력, 개인정보와 지적재산권 침해, 여론의 쏠림과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기 쉽
기 때문에, 정보화 역기능도 정보문화의 중요한 측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화를 추
진하면서도, 역기능에 대응하는 건전한 정보문화 구축에 관심을 가져왔다. 국가정보화기
본법도 정보문화 관련 규정을 제4장 ‘국가정보화 역기능 방지’의 하위 정책영역인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에 규정하고 있다.2)

장
국가정보화
역기능 방지
(제4장)

<표 1> 국가정보화기본법의 정보문화 관련 규정

절
정책내용
1. 정보문화 창달(제29조)
정보이용의 건전성 보편성 2.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제30조)
보장 (제1절)
3. 정보격차해소 시책(제31조)
4. 장애인 고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제32조)
1. 정보보호 시책(제37조)
시책(제39조)
정보이용의 안전성 신뢰성 2.3. 개인정보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제40조)
보장 (제2절)
4. 이용자 권익 보호(제41조)
5. 지적재산권 보호(제42조)

정보화 역기능은 대체로 개인정보･인권･지적재산권 침해,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등

(virtual community), 사이버공동체(cyber community), 가상공간(cyber place) 등으로 불리고 있다.
2) 구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통합하여 법제명 변경 및 전문 개
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2009년 5월 제정, 9월 시행)은, 정보화 역기능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
더라도, 법률규정에서 정보문화의 상위개념으로 편제하여 개념적, 정책적 계층구조면에서 다소
문제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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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 불건전 정보유통(음란물･폭력･잔혹･혐오 유포,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 위
반 등), 그리고 정보격차를 포함한다(Cave et al., 2007;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a).
1980-90년대 미국, EU, OECD, UN 등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들도 전자상거래 정책의 핵
심의제로 인터넷 거래의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환경 구축에 필요한 사용자와 소비자의 신
뢰 구축(프라이버시와 인권, 보안, 소비자보호), 디지털 시장의 기본규칙(전자지불, 지적
재산권), 사회문화적 문제(정보격차, 종소기업 지원, 시민단체 참여)를 다루었다(송희준,
2001).
이와 같이 인터넷공간에서 형성되는 역기능적 정보문화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퇴보시
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으로 포장된 각종 불건전한 정보유통이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또 다른 개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정부, 시장과 시민사회는 공히 정보화의 역기능을 통제하고 순기능을 확산함으로써,
균형적인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선행 연구의 검토
1) 민주적 거버넌스
1990년대 이후 참여 관점의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Fung &
Wright, 2001; Nye 2002; Vigoda, 2002; Bevir, 2006). 특히 정보화 초기단계에서 효율성 향
상을 중시한 많은 조직들은 생산성역설(paradox of productivity) 현상을 경험한 이후, 업무
재구축을 통하여 집권적 의사결정과 일방적 의사소통을 분권적･양방향적으로 전환시키
고 있다. 특히 UN과 OECD의 전자정부성숙모형은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를 권력 분권과 정책 참여라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두고 있다. 민주주의가 경제
적 효율성을 뛰어 넘는 사회적 가치로서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인류가 오랫동안 투쟁해
온 역사적 산물임을 고려할 때,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정보화의 기여가 경험적으
로 검증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첫째, 1960년대 벨(D. Bell), 토플러(A. Toffler), 네이스빗(J. Naisbitt) 등 정보사회 선구
자들은 정보기술이 조직과 사회의 수평화, 의사결정의 분권화 등 민주화에 기여할 것으
로 예견하였다. 이후 전문가들은 다양한 조직에서 정보화의 조직구조와 의사결정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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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사소통 채널의 변화 효과를 진단하였다(Crowston&Malone, 1994; Sampler,
1996; Markus&Robey, 1988; 정국환 외, 2005; 송희준 외, 2008). 가장 큰 논란은 정보화가
조직구조와 의사결정과정의 집권화･분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둘러싸고 전개되
었다. 또한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개인 간･부서 간･집단 간 수평적 정보공유가
증가하는가, 또는 정책과정에 대한 소비자, 고객, 하위직급의 의견 개진과 개진된 의견의
반영도가 증가하는가도 또 다른 논쟁 대상이다. 정보공유는 수직적 명령통제보다는 수평
적 협력활동의 결과로 해석되는 정보문화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둘째, 개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이외에도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이 민주주의의 본
질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을 통한 공공 쟁점의 관심 증가는 참여증진을 통한 민주적 거버
넌스 강화에 기여한다. 여기서 인터넷 공간이 과연 우리 국민의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한 조사를 보면, 국민의 인터넷 이
용목적은 여가활동(88.1%)과 자료 및 정보습득(87.5%)등이 높고 전자민원(12.2%)은 낮
으며, 인터넷 카페･커뮤니티 이용목적도 친교･교제(69.3%), 일상생활 기록(59.1%)이 시
사, 현안문제 등에 대한 의견표현(6.8%)보다 훨씬 높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그러나
이 통계가 반드시 인터넷 이용자의 공공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
다. 인터넷 이용자는 모든 공공 쟁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집회와 같이 자신이 관
심을 갖는 쟁점이 등장할 때 참여하는 벌떼 속성(swarm property)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
다(Rheingold, 2002).
요컨대, 의사결정권한의 집권화･분권화, 하위집단의 의견 개진과 반영, 집단 간 정보
공유, 그리고 공공 쟁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중요 요소이다.

2) 사회자본
사회자본이 민주주의 발전에 순기능한다는 선구적 연구(Coleman, 1988; Putnam,
1993) 이래, 인터넷공간에서 사회자본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Hoffman&Novak,
1999; Tolbert & Mossberger, 2006; 오철호, 2001; 서진완, 2003; 박철･강병구, 2003; 박희봉
외, 2003; 이숙종 외, 2008; 이종원, 2002). 여기서 공공부문의 특성으로 인식되는 공유지
(commons)(Hardin, 1968),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s)(Ostrom, 1990), 집합재(collective
goods)(Olson, 1965) 개념이 인터넷공간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공유지는 무임승차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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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익을 희생시키고 사익을 도모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 상황을 극복하고 공익을 제고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적 규범이 필요하다. 많은 성공적 공동체들의 공통 특성은 구
성원의 행동을 감시 및 제재하는 자기 조직적･자율 규제적 시스템의 존재이며(Ostrom,
1990:25), 공유지로서의 인터넷 공간의 성공은 단순히 컴퓨터와 통신망의 기술적 구성물
이 아닌, 협동적 사회계약의 결과이다(Rheingold, 2002:47). 인터넷공간에서 자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정보화 역기능은 최소화되고 따라서 정부의 규제개입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공유지적 문제에 대한 자율 규제 장치가 바로 사회자본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는 자기 책임성 하에서 정확한 지식과 정보의 소통을 통하여 형성되는 신뢰성이 민주적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한다.
비대면적이고 익명적인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 당사자 간 신뢰는 협동에 더욱 중요하
다. 따라서 인터넷을 매개로 유통되는 지식과 정보의 정확성은 소통과 거래의 필수조건
이다. 부정확한 정보는 많은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시장실패를 가져온다. 집단지성과 지
식공유의 웹 2.0의 총아로 등장한 위키피디어 백과사전에 대한 신뢰 저하는 일부 항목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신뢰성은 상대방 의도나 행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그의 약점을 받아들
일 의도를 갖고 있는 심리적 상태나(Rousseau et. al, 1998:395) 한 행위자가 타 행위자가
기회주의 행동 기회가 있더라도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는 상황(Nooteboom, 2002)이다. 즉
신뢰는 실패원인을 상대방의 잘못이나 사익추구가 아닌 외부요인, 일시적 능력 문제 또
는 다른 합리적 설명에서 찾는 경우에 존재한다. 온라인 소통을 통한 무제한적 토론을 통
하여 형성되는 신뢰성이 존재한다면, 인터넷공간에서 상호간에 약한 유대밖에 없는 사용
자들 간에도 호혜적 협력이 가능하다(Castells, 2000:47). 그리고 책임성은 인터넷공간의
자기 규제적･자율 통제적 특성의 토대를 형성하고, 거버넌스에서 이해당사자의 이익에
대한 인식의 핵심으로 작용한다(Cave et. al., 2007:29-37).

3) 제도자본
제도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등 현대 사회과학이 학문으로 출범한 19세기 말
부터 주된 연구 대상이자 방법론이었고, 1980년대 경험주의적, 실증주의적 방법론의 한계
에 대한 대안으로 신제도론이라는 이름으로 재등장하였다. 최근에 제도자본(i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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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은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요소로 조명되고 있다(Oliver, 1997; Koppenjan&Klijn,
2006; Evans et al., 2006; Khakee, 2002; Platje, 2007). 제도는 사회적 행위자들이 과거에 형성
해 놓은 생활양식(modus vivendi)이자,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행위자 간에 필요한
신뢰의 토대를 제공하는 자본이다(Koppenjan&Klijn, 2006:214). 인터넷공간에서 제도자본
은 법제도 개혁과 업무재구축을 통하여 개발된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인권･지적재산권의
보호제도,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 제도 등으로 요약된다.
첫째, 전자정부 서비스의 성공에는 법령 개정, 업무 프로세스 혁신, 문서감축 등 수많
은 제도적 혁신이 전제조건이므로, 단순한 기술적 관점보다는 더 넓은 제도적 변화를 수
반하는 제도자본 속에 포함될 수 있다. 1980년대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생산성역설에 대
한 학습 이후, 정보 시스템 개발은 조직에의 정보기술 적용, 즉 단순한 업무자동화라는 소
극적 관점이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시스템이라는 적극적 관점으로 진화하였
다. 따라서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은 그 자체로 제도 요소이자 제도 재설계의 결과이다.
둘째, 개인정보와 인권, 그리고 지적재산권은 개인 기본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민주
주의 제도이다. 최근 빈발하는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은 개인정보 보호 제
도의 완비 없이는 인터넷 소통과 거래가 제약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인터넷상의 지
적재산권 보호도 가장 중요한 제도자본의 하나이다(Caves et al., 2007; 박기식 외, 2000).
셋째,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요소이다(Putnam, 1995;
Armstrong, 2002). 사회 내 소득격차나 문해력(literacy) 격차는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민주주
의를 위협하기 때문에, 국가는 재분배정책과 의무교육정책을 통하여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정보격차는 일부 집단의 정보 접근성을 제약하고 생산적 활용의 격차를 유발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성 같은 기본권과 산업활동의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UN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전자적 포용을 강화하는 사회적
포용 거버넌스모형(socially inclusive governance model)을 제시하였다(UNDESA, 2005). 국
가정보화기본법 제4장도 인터넷 공간의 접근성, 활용능력, 생산적 활용 상의 격차를 해소하
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공간의 정보격차를 해소 또는 완화
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이다.
제도자본은 특정 사회의 일반적 환경일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다. 즉 개인정보와 인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수준은 그 자체로 국가의 수준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그것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화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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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집행과 서비스 전달의 기재
정책집행이나 서비스 전달기재는 1970-80년대에는 관심대상이 아니었으나(Hogwood
& Peters, 1983:165), 현대 사회가 당면한 복잡한 거버넌스 조건 및 이에 대응한 정부혁신과
공공관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Kooiman, 1993). 정책집행과
서비스전달은 대체로 공무원과 고객이 관청의 일선창구에서 만나는 프로그램 차원이다.
공공목표 구현과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재는 정부, 시장, 공동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이들 사이의 적절한 전달 혼합(delivery mix)으로 구성된다(Colebatch&Lamour,
1993). 인터넷 공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규제와 진흥, 시장경쟁, 공동체 및 시민사
회의 참여는 주체, 작동원리, 구현하는 가치, 통제방식, 고객의 행태, 적용대상 등에서 차이
가 있다(Kling et al., 1999; Leaffer, 1999; 강휘원, 2002; 정찬모 외, 2001). 국가별로도 미국,
영국, 프랑스의 민간 자율규제와 독일, 싱가포르의 규제된 자율규제, 그리고 한국의 정부규
제 시스템은 이들 국가별 정치･경제적 전통과 행정기능에 바탕을 둔 시장철학을 반영하고
있다(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b:18). 여기서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인터넷공간
의 기재는 정부의 촉진과 지원, 민간 활동, 그리고 민관 파트너십으로 요약한다.
첫째, 정부역할은 규제와 진흥이라는 양면 전략이 있다. 통신망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SOC) 구축이라는 간접적 지원이나 컴퓨터･인터넷 장비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재정 등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정보화를 위한 촉진 기능이다. 반면 인터넷공간에 대한 규제개입은 국
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질서유지나 개인정보 보호 같은 기능이다.
둘째, 인터넷공간에서 기업과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역할은 정부규제 개입을 초래하
지 않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그것은 인터넷 개발 및 발전 단계에서
보여준 일종의 풀뿌리 전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다(Castells, 2000; Rheingold, 2002). 바로
이런 이유로 선진 국가들은 인터넷공간에 대하여 대부분 민간부문의 자율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율규제는 공동체적 작동원리로서 인터넷공간의 신뢰성과 책임성 등 사회자
본의 축적 정도와 연결된다.
셋째,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전략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활동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 업무를 민영화, 민간위탁, 또는 민관 파트너십(PPP)에 의존하여 해결하
려고 한다(Lowndes&Skelcher, 1998; Klijn&Teisman, 2000). 이것은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의
일종의 전달 혼합이다. 민영화나 위탁, 파트너십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민관 협력관계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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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공공부문이 부작용을 유발할 때 지배능력(governability)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화와 전
문화, 차별화를 촉발하는 결과로 나타난다(Kooiman, 1993:259-60). 그 결과 정부공동화
(hollowing out government)가 발생하고, 정부의 민간부문 종속(dependency)을 심화시킬 수
있다. 블레어정부의 합작정부(joined-up government)는 시장능률성과 사회참여를 결합시키
는 새로운 정당성을 제공한 민주적 거버넌스로 평가된다(Falconer & McLaughlin, 2000;
Newman, 2003; Pollitt, 2003). 즉 민주주의는 정부가 주민, 민간행위자, 시민단체 위에
(above) 군림하지 않고, 수평적 조타(steering)를 통하여 함께(with) 가는 개방적, 통합적 기
획 및 상호작용적 의사결정과 파트너십(PPP)에 따라 진행된다(McLaverty, 2002). 인터넷공
간의 민관 파트너십도 민주적 거버넌스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Ⅲ. 연구모형 설정과 분석방법론

1. 연구모형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논의된 결과를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인과적 설명변수로 구
성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로는 인터넷공간에서 건전한 정보문화의 작동에 필수적인
사회자본과 제도자본, 그리고 정부와 민간부문의 사업집행 및 서비스 전달을 위한 전달
혼합으로서 정부지원 사업, 민간자율 활동, 그리고 민관 파트너십의 세 가지 유형을 고려
한다. 종속변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의견개진 및 반영의 증가, 사회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증가, 정보공유 증가, 의사결정권 분산 등의 측정변수들로 구성된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인터넷공간에 사회자본과 제도자본이 잘 구축되면, 민주적 거버
넌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 기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문화의 지체(information
cultural lag)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시장,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가설은 사회자본, 제도자본, 정부지원활동, 민간의 자
발적 활동, 그리고 민관 파트너십이 민주적 거버넌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한
다. <그림 1>은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타낸 연구의 분석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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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분석틀

사회자본

+
+
+

제도자본
사업집행 및 서비스
전달 혼합

정부지원
민간자율
민관 파트너십

민주적 거버넌스

+

2.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문항
제시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모델을 구성하는 각 변수들에 대한 조작
적 정의가 필요하다. 각 변수별 측정항목과 변수별 중요도 또는 필요도를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한 질문내용은 <표 2>와 같다.

변수
사회자본
제도자본
정부지원활동
민간의 자발활동
민관 파트너십
민주적 거버넌스

<표 2> 변수별 측정항목과 질문내용

측정항목
책임성
소통/거래의 신뢰성
정보/지식의 정확성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정보격차 해소
개인정보보호
인력지원
프로그램지원
재정지원
기자재/장비지원
시민단체의 사회적 역할
기업의 사회적 역할
정보문화업무의 민간위탁
민관공동 노력
민간자율규제 확대
의견개진/반영 증가
관심도증가
정보공유증가
의사결정권 분산

질문내용(5점 리커트 척도)
인터넷 활동에 대한 책임의식
인터넷상의 소통과 거래의 신뢰성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와 지식의 정확성
전자정부 등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개인정보와 인권 및 재산권 보호 강화
운영인력 및 교육훈련 지원
응용소프트웨어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재정지원(활동 보조금 등)
기자재 장비지원(컴퓨터, 인터넷 접속장치 등)
시민단체의 사회적 역할 확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
정부의 정보문화 업무의 민간 위탁
민 관의 공동 노력
인터넷 활동에 대한 민간자율규제 확대
고객 소비자 하위직의 의견개진 및 반영의 증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증가
개인간 조직간 집단간 정보공유의 증가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사결정권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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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본 구성
연구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카페지기 및 블로거, 포털업체 직원, 교수 및 연구원 등
세 집단으로 구성된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각 변수들에 대한 표본집
단의 인식과 거버넌스 효과 측정을 위해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한다.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의 ｢정보문화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시행된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2009년 1월 까페지기 및 블로거, 교수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는
이메일 서베이를 실시하였고, 포털업체 직원 집단을 대상으로 웹 서베이(web survey)를
실시하였다. 집단별 표본추출은 <표 3>과 같이 까페지기는 네이버(Naver)와 다음(Daum)
의 최상위 등급 까페와 싸이월드(Cyworld) 최상위 등급 클럽의 까페지기 또는 클럽장 등
총 211명, 블로거는 올블로그(Allblog)와 티스토리(Tistory) 선정 톱100 블로그 중 폐쇄 등
의 이유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 블로그의 블로거 총 190명 등
이다. 교수는 한국정책학회(KAPS)의 정책분야별 인명록을 참고하여 정보화 및 IT 정책
전공자로 분류된 105명, 연구원은 정보사회진흥원(NIA) 50명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40명 등 90명이다. 그리고 포털업체 직원은 네이버(NHN), 다음(Daum), 싸이월드
(SKC) 등 3대 포털 업체의 직원용 설문조사 게시판을 이용하여 2주일간 웹서베이를 진행
하였다.
각 집단별 응답자 수는 까페지기 및 블로거 집단 128명(응답율 31.8%)과 교수 및 연구
원 집단 85명(응답율 42.6%)이며, 웹서베이로 응답한 포털업체직원 83명을 포함하여 응
답자수는 총 296명이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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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집단
(표본수)
카페지기
블로거
(n=401)
포털업체직원
(웹서베이)

교수 연구원
(n=195)
합계

<표 3> 설문집단별 표본추출
표본추출방법

응답자(응답율)

1) 카페지기(총 211명)
∘네이버(Naver) 우수까페 최상위 등급 69개 카페의 카페지기
∘다음(Daum) 우수까페 최상위 등급 42개 카페의 카페지기
128명
∘싸이월드(Cyworld) 인기클럽 상위 1개 등급 100개 클럽의 클럽장
(31.9%)
2) 블로거(총 190명)
∘올블로그(Allblog) 선정 2007 톱100 블로그 중 96개 블로그의 블로거
∘티스토리(Tistory) 선정 2008 톱100 블로그 중 94개 블로그의 블로거
∘네이버(NHN), 다음(daum), 싸이월드(SK Communications) 등
83명
3대 포털 업체의 직원 설문조사 게시판 등을 이용
1) 교수(총 105명)
∘한국정책학회(KAPS) 회원 중 정보화 및 IT 전문가 105명
85명
2) 연구원(총 90명)
(43.6%)
∘정보사회진흥원(NIA) 연구원 50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 40명
이메일서베이 596명, 웹서베이 별도
296명

<표 4> 표본의 특성

남
여

합계

성별
설문 대상
226명(76.3%) 까페지기 블로거 128명(43.2%)
70명(23.7%) 포털업체직원 83명(28.1%)
교수 연구원 85명(28.7%)
296명(100.0%)

합계

296명(100.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합계

연령
39명(13.2%)
54명(18.2%)
131명(44.3%)
57명(19.3%)
15명(5.0%)
296명(100.0%)

4. 연구의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정보문화가 민주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정부의 정책적 역할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요인분석 및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인 SPSS 15.0을 이용하여 변수의 분류를 위한 확인적 요
인분석 및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변수를 추출하여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
하고, 종속변수인 민주적 거버넌스와 영향요인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요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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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하여 추출된 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 및 해석

1. 기초통계 분석
우선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통하여 변수의 측정항목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표 5>), 6개 잠재변수와 19개 측정항목 모두 중간치인 3.0을 넘기 때문에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로는 사회자본(4.25), 민주적 거버넌스
(4.00), 제도자본(3.97)이 비교적 높은 평균을 보인 반면 정부지원활동(3.57), 민간자발활
동(3.61), 민관 파트너십(3.56)은 이들보다 다소 낮은 평균을 기록하였다. 변수 가운데 민
간자발활동의 평균값이 정부지원활동의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응답자가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 재정지원, 기자재 및 장비 지원 등과 같은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활동보
다 시민단체 및 기업의 사회적 역할 등과 같은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중
요도를 인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측정항목 중에서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측정항목 중 하나인 정보화를 통한 사회적 쟁
점에 대한 관심도 증가가 가장 높은 4.36이고, 개인간･집단간･조직간 정보공유도 4.30인
것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정보화가 큰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사회자본 중 지식･정보의 정확성도 매우 높은 4.28을 보임으로써, 인터넷
공간의 소통과 거래가 유통되는 정보의 정확성에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의 정
확성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소통･거래의 신뢰성이 4.27이고, 인터넷공간에서 행위자의
책임성도 매우 높은 4.20이다. 또한 제도자본 잠재변수 내에서 개인정보･인권･지적재산
권 보호와 정보격차 해소도 각각 4.22, 4.20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여준다.
반면 정부가 수행하는 정보문화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평균치에 아주 가까운
반응(3.09)을 보이고 있고, 정부의 각종 지원활동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기대도 아
주 높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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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수별 평균값
변수

측정항목

책임성
사회자본 소통/거래의 신뢰성
정보/지식의 정확성
정보 서비스
제도자본 정보격차 해소
개인정보 보호
인력 지원
정부 프로그램지원
지원활동 재정지원
기자재/장비 지원
민간의 시민단체의 역할
자발활동 기업의 사회적 역할
민관 정보문화업무민간위탁
노력
파트너십 민관공동
민간자율규제 확대
의견개진/반영 증가
민주적 관심도 증가
거버넌스 정보공유 증가
의사결정권 분산

전혀아니다
(1)
6(2.0%)
2(0.7%)
1(0.3%)
7(2.4%)
7(2.4%)
3(1.0%)
24(8.1%)
23(7.8%)
26(8.8%)
13(4.4%)
11(3.7%)
8(2.7%)
25(8.4%)
15(5.1%)
16(5.4%)
13(4.4%)
5(1.7%)
4(1.4%)
24(8.1%)

약간아니다

(2)
20(6.8%)
10(3.4%)
12(4.1%)
27(9.1%)
11(3.7%)
10(3.4%)
32(10.8%)
37(12.5%)
27(9.1%)
20(6.8%)
25(8.4%)
17(5.7%)
48(16.2%)
21(7.1%)
35(11.8%)
19(6.4%)
2(0.7%)
5(1.7%)
26(8.8%)

응답자 수(응답률)
보통이다 약간그렇다
(3)
(4)
35(11.8%) 82(27.7%)
44(14.9%) 90(30.4%)
44(14.9%) 85(28.7%)
86(29.1%) 103(34.8%)
69(23.3%) 98(33.1%)
45(15.2%) 100(33.8%)
82(27.7%) 105(35.5%)
90(30.4%) 86(29.1%)
64(21.6%) 112(37.8%)
55(18.6%) 120(40.5%)
109(36.8%) 104(35.1%)
94(31.8%) 113(38.2%)
124(41.9%) 72(24.3%)
105(35.5%) 84(28.4%)
77(26.0%) 103(34.8%)
49(16.6%) 130(43.9%)
28(9.5%) 107(36.1%)
31(10.5%) 113(382.%)
82(27.7%) 110(37.2%)

매우그렇다
(5)
153(5.17%)
150(50.7%)
154(52.0%)
73(24.7%)
111(36.5%)
138(46.6%)
53(17.9%)
60(20.3%)
67(22.6%)
88(29.7%)
47(15.9%)
64(21.6%)
27(9.1%)
71(24.0%)
65(22.0%)
85(28.7%)
154(52.0%)
143(48.3%)
54(18.2%)

평균
(표준편차)
4.20(1.025)
4.27(0.884)
4.28(0.886)
3.70(1.015)
4.00(0.986)
4.22(0.895)
3.44(1.145)
3.42(1.170)
3.56(1.189)
3.84(1.044)
3.51(0.981)
3.70(0.960)
3.09(1.050)
3.59(1.082)
3.56(1.118)
3.86(1.044)
4.36(0.816)
4.30(0.829)
3.49(1.132)

전체평균
(표준편차)
4.25
(0.818)
3.97
(0.754)
3.57
(0.932)
3.61
(0.867)
3.41
(0.805)
4.00
(0.738)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추출을 위하여 베리맥스(Verimax)회전방법을 적용한 주성분분석을 시행한 결과
<표 5>와 같이 총 6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들 각각의 요인들에 대하여 사회자본과 제
도자본, 정부지원활동, 민간의 자발활동, 민관 파트너십,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변수명을
부여하였다.3) 또한 여러 문항으로 측정된 개념들에 대한 측정항목의 내적일관성과 신뢰
3) 사회과학에서 추출된 요인들의 누적분산이 총분산의 6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요인을 선정하는
것이 정보 손실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안전하다는 의견이 있지만(김호정･허전, 2004), 요인적재치가
0.4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고 0.5 이상이면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 연구도 있으므로(유희경,
2007),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에 필요한 변수는 요인적재치가 0.4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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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변수들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제
외하였고, Cronbach's α 값은 일반적으로 0.6 이상인 경우 만족할 만한 신뢰도로 볼 수 있
는데 본 연구의 변수는 모두 0.6 이상이므로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변수와 측정항목, 각각의 요인적재치와 Cronbach's α값은 <표 6>과 같다.

변수
사회자본
제도자본
정부지원활동
민간의 자발활동
민관 파트너십
민주적 거버넌스

<표 6> 변수별 요인 적재치 및 신뢰도

측정항목
책임성
소통 거래의 신뢰성
지식 정보의 정확성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정보격차 해소
개인정보 인권 지적재산권 보호
인력 지원
프로그램지원
재정지원
기자재 장비 지원
시민단체의 사회적 역할
기업의 사회적 역할
정보문화업무의 민간위탁
민관공동 노력
민간자율규제 확대
정부규제강화
의견개진 반영 증가
사회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증가
개인간, 집단간, 조직간 정보공유 증가
의사결정권 분산

요인적재치
0.856
0.836
0.826
0.797
0.643
0.486
0.851
0.798
0.795
0.722
0.640
0.494
0.765
0.584
0.562
0.619
0.804
0.704
0.698
0.691

Cronbach's α
0.848
0.679
0.832
0.748
0.666
0.764

3. 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분석은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수들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회귀분석
결과를 예측하게 해주는 사전절차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도 민주적 거버넌스와 영향
요인들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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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6개 변수들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민
간의 자발활동과 민관파트너십(r=0.534), 제도자본과 민관파트너십(r=0.498), 제도자본과
민간의 자발활동(r=0.465)은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민간의 자발활동이 활
발할수록 민관파트너십과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제도자본이 효율적으로 구축될수록 민
관파트너십과 민간의 자발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정부지원활동과 사
회자본(r=0.141), 정부지원활동과 사회자본(r=0.180) 간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7> 변수들의 상관관계
사회자본 제도자본
사회자본
1
제도자본 0.276(**)
1
정부지원활동 0.180(**) 0.303(**)
민간의 자발활동 0.141(**) 0.465(**)
민관 파트너십 0.208(**) 0.498(**)
민주적 거버넌스 0.241(**) 0.369(**)
※ *p<.05, **p<0.01, ***p<0.001

정부지원활동

민간의
자발활동

민관
파트너십

1
0.251(**)
0.184(**)
0.257(**)

1
0.534(**)
1
0.255(**) 0.210(**)

민주적
거버넌스

1

4. 회귀분석 및 결과 해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5개 독립변수 외에 세 집단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통
제하기 위하여 직업별 더미변수를 포함한 기본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F값이 12.930, p<0.001로서 회귀분석 결과는 유의미하고, 22.1% 정도
2

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adj R =0.221).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낮으므로 변수에 대해 재검토
하여 민관파트너십의 ‘정부규제강화’ 항목을 제외하였다. 기본모형에서는 민간의 자발
활동과 달리 민관파트너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의 노력에 초점을 맞춘 변수이므
로 민간자율규제 확대 항목과 정부규제 항목을 함께 측정항목으로 포함했다. 그러나 재
검토 결과 정부규제항목이 파트너십 측면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정모형에서는 이
항목을 제외하고 다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값이 13.072, p<0.001로서 회귀
분석 결과는 유의미하고 대략 22.3%의 설명력을 보여준다(adj R2=0.223). 일반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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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연구에서 이 정도로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 연구에서 민주적 거버넌
스의 영향요인으로 많이 다루지 못한 온라인상의 정보문화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민주
적 거버넌스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므로 낮은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의미가 있
다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프라인 상의 주요
변수들을 고려할 경우 모형의 설명력을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자본, 제도자본, 정부지원활동은 민주적 거버넌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민간의 자발활동과 민관 파트너십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회귀분석 결과

기본모형(종속변수: 민주적 거버넌스)
수정모형(종속변수: 민주적 거버넌스)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t값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t값
계수
계수
계수
계수
상수(Constant) 2.218 .279
7.621 2.079 .278
7.467
사회자본
.000 .049 .123* 2.263 .103 .049 .114* 2.108
제도자본
.268 .063 .274*** 4.220 .229 .064 .234*** 3.596
정부지원
.117 .043 .147** 2.688 .116 .043 .147** 2.678
민간활동
.086 .054 .101 1.583 .046 .055 .054 .836
민관 파트너십
-.043
.061 -.046 -.708 .068 .061 .076 1.121
블로거 더미
-.426
.092 -.286*** -4.635 -.409 .092 -.275*** -4.446
포털직원 더미
-.240
.103 -.146* -2.339 -.222 .102 -.135* -2.165
2
R =0.239 Adjusted R2=0.221
R2=0.241 Adjusted R2=0.223
F=12.930***
F=13.072***
※ *p<.05, **p<0.01, ***p<0.001
첫째, 제도자본(β=0.234)은 민주적 거버넌스에 가장 큰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것
은 정보시스템 개발과 개인정보･인권･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 노력과 같
은 각종 제도적 장치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가장 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
회자본(β=0.114)도 민주적 거버넌스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즉 지식･정보의 정확성과 소통･거래의 신뢰성, 그리고 인터넷 행위자의 책임성은 인
터넷공간의 사회자본으로서 민주적 거버넌스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업집행 및 서비스전달 기재와 관련된 잠재변수들의 거버넌스 효과는 혼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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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선 정부의 각종 지원활동(β=0.147)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민주적 거버넌스 구
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민관 파트너십(β=0.076)과 민간역할(β=0.054) 변수
는 회귀계수는 양의 값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들
은 건전한 정보문화를 형성하여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
원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시민단체, 블로거 등 민간의 사용자가 자발적
으로 또는 공공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회귀모형에 포함된 더미 변수들의 추정치를 통하여 설문대상인 교수･연구원집
단, 블로거･카페지기집단, 그리고 포털업체 직원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즉 블로거와 포털업체직원은 민주적 거버넌스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부정
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집단별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민주적 거버넌스를
종속변수로 하는 동일한 모형으로 집단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참조).

<표 9> 집단별 회귀분석 결과

집단 I(카페지기/블로거)
비표준 표준 표준화 t값
화계수 오차 계수
상수
1.163 .429
2.712
사회자본 .216 .093 .204* 2.321
제도자본 .240 .106 .238* 2.260
정부지원 .080 .085 .082 .944
민간활동 -.028 .093 -.030 -.305
민관 파트너십 .183 .109 .178 1.687
R2=0.271 Adjusted
2
R =0.241 F=9.067***
※ *p<.05, **p<0.01, ***p<0.001

집단 II(포털업체 직원)
비표준 표준 표준화 t값
화계수 오차 계수
2.804 .551
5.903
.002 .076 .004 .032
.115 .118 .118 .978
.103 .076 .155 1.359
.114 .094 .155 1.209
-.009 .104 -.011 -.083
R2=0.086 Adjusted
R2=0.027 F=1.456***

집단 III(교수/연구원)
비표준 표준 표준화 t값
화계수 오차 계수
2.656 .421
6.302
.013 .071 .018 .178
.288 .100 .377** 2.878
.127 .053 .252* 2.410
.053 .089 .079 .592
-.066 .083 -.104 -.792
R2=0.246 Adjusted
R2=0.198 F=5.160***

첫째, 카페지기와 블로거(집단 I)는 사회자본과 제도자본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미치지만, 그 외 정부지원활동, 민간의 자발활동, 민관파트너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공간의 주된 사용자인 카페지기
와 블로거 집단이 정부의 지원이나 공공부문이 포함된 민관파트너십이 민주적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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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서도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둘째 교수와 연구원(집단 III) 등 전문가 집단
은 제도자본(β=0.377)과 정부지원 활동(β=0.252)이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자본과 민간의 자발활동, 민관파트
너십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경우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서 정부 등 공공부문의 역할에 좀 더 중요성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포털업체 직원(집단 II)은 민주적 거버넌스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변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지기 및 블로거와 교수 및 연구원 집단과 포털업체 직원
과의 이러한 차이는 모형의 낮은 회귀계수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인터넷공간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과 제도자본이 민주적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정보통신 전문가
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우선 인식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소통과 거래의 신뢰성, 지식과 정보의 정
확성, 책임성 등 사회자본과 공공 쟁점에 대한 관심도나 수평적 정보공유 등 민주적 거버
넌스, 그리고 개인정보･인권･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
의 사업지원이나 민관 파트너십, 그리고 민간부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
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사회자본과 제도자본, 민주적 거버넌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한 인과적 관계분석에서는 사회자본과 제도자본, 사업집행
과 서비스 전달 혼합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고객･소비자･하위직
원의 의견반영의 증가, 개인간･집단간･조직간 정보공유의 증가,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측정되는 민주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
약된다.
첫째, 인터넷 상의 소통과 거래의 신뢰성, 유통되는 지식･정보의 정확성, 인터넷 활용
에 필요한 책임성은 민주적 거버넌스에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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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자본이 인터넷공간에서도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인터넷 이용
자 모두에게 공유지로서의 건전한 정보문화 구축에 기여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업무재구축을 통한 전자정부 등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계층간 정보격차 해
소, 개인정보와 인권 및 재산권보호 강화와 같은 인터넷 상의 중요한 제도적 자본도 또한 민
주적 거버넌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건전한 정보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재정지원, 운영인력이나 교육훈련을 위한 인력지원,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기자
재･장비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같은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 및 촉진 정
책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정보화효과를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넷째, 그러나 거버넌스 관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건강한 정보문화를 위한
민관 공동 노력이나, 또는 정부의 정보문화 진흥업무의 민간위탁, 민간부문의 자율규제
노력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정보문화 진흥이나 정보화 역기능 억제를 위한 노력이 정부의 직접적인 진
흥이나 규제보다는 민간시장이나 사회공동체의 자율적인 협력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한다는 학문적 주장이나 정책적 추세(Caves et. al., 2007; 강휘원, 2002; 한국정보
사회진흥원, 2008)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 문제는 서비스 전달 기재에 관한 설문들
이 주로 정보문화 구축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민
간부문의 역할로 보기 어렵다고 반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보문화업무의 민간위탁 항목
에서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이 나온 것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문화와 관련된 적절한 거버넌스 기재를 제한된 분야와 설문조사
대상을 이용하여 쉽게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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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분석 및 평가, 정보화 정책이며, “전자정부정책 성과구조와
영향요인 분석: NEIS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2008)를 공저로 발표하였다(dns2120@naver.com)
洪侖辰(Y. J. Hong):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조세
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식관리, 성과평가, 정책홍보
등이다(yjhong@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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