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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자참여란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시민들 간 또는 시민들과 정책 담당자들 간 연결을 도모하여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이다. 전자참여는 전자정부 웹사이트나 전자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서 행해진다. 전자참여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용이 관심사이고 이를 위해서는 사
용이 편리하고, 만족스러우며, 좋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품질을 측정할 수 있다면 적합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감품질의 개념과 사용성 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체감품질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측정대상, 체감품질 항목, 실험설계방법, 데이터 획득 및 분석 방법, 점수계산 방법을 기술하였
다.

주제어 : 전자참여, 체감품질, 품질측정, 방법론, 품질점수

Abstract  E-participation is the term referring to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political participation by enabling citizens to connect with one another. Because e-participation systems are 
already constructed and operated, continuous usage is regarded as a major concern for successful e-participation. 
E-participation systems should guarantee ease of use, user satisfaction, and high quality. In addition, measuring 
the quality of e-participation systems will provide a useful strategy. This paper suggests a methodology for 
measuring quality of experience of the e-participation system and computing the quality score. We apply two 
concepts of usability measurement method and quality of experience that are most suitable. We provide the 
target of measurement,, the construct of quality of experience, the method of experiment and analysis of data, 
and the scoring method of quality of experience.

Key Words : E-participation, Quality of Experience, Quality Measurement, Methodology, Quality Score

1. 서론

오 라인 환경에서 반상회, 원회제도, 주민간담회, 

공청회, 주민투표 등 다양한 국민 참여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비약  발 은 국

민 참여 형태에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은 보다 능동 이

며 극 인 정치 참여가 가능하 다. 국민들은 언제 어

디에서나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의 효

과도 빠르고 강력하게 되었다. 국민 참여가 없는 진정한 

거버 스 구축은 불가능하며[2], 국민 참여는 일방  참

여의 양  확 가 아닌 정부와 등한 입장에서 력을 

통한 성과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5][18]. 그러므로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민과 정부의 계 형성을 주도하는 자참

여의 지속 인 추진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

제 을 개선하여 국민과 정부의 계를 보다 력 으로 

발 시키는 것이다. 

자참여(E-participation)란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

여 시민들 간 는 시민들과 정책 담당자들 간 연결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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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여 극 인 정치  참여를 진하는 활동으로 정의

된다[23][34]. OECD[27]는 자참여는 E-enabling, 

E-engaging, E-empowering 단계를 거친다고 했다. 

Deliverable D 5.1[12]은 자참여 규약(E-information, 

E-consulting, E-collaborating)과 23개 활동을 명시했다. 

자정부의 궁극 인 목표가 시민들과의 원활한 커뮤니

이션, 정보제공, 그리고 합리 인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자민주주의의 구 에 있기 때문에[22][36][39], 자참

여는 자정부의 궁극 인 실  목표이며, 차세  자

정부 모델로 그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16]. 자참여가 

실 되면 정부와 시민 간 방향 정보교환, 교육과 지원, 

의사결정 수단, 시민의 요구사항 조사가 가능할 뿐만 아

니라[31], 정부는 정책 결정의 장애요인을 이고, 시민들

로부터 새로운 내용을 학습, 의사결정의 정당화, 수용성

이 높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21][46]. 

OECD 국가들도 자정부의 운  성과의 방안으로 시민 

참여와 권한 부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합한 

자참여 모델을 개발해 왔다. 한  세계 으로 자

참여 련 로젝트와 학문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되

고 있다[40].

자참여는 자정부 웹사이트나 자참여를 목 으

로 하는 용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자참여

시스템은 이러한 웹사이트들을 총칭한다. 정부기  웹사

이트가 가진 여러 기능  자참여를 지원하는 부분은 

자참여시스템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를 들어, 정

부기  웹사이트의 민원서비스나 게시 이 는 토론방

에서 정책 토론이나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면 이들 기능들

의 집합은 자참여시스템에 속한다.

자참여시스템은 상시 인 방문보다는 방문 동기가 

정치  목 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용이 시스템 내  요

소보다는 시스템 외  요소에 지배받는다. 그러므로 시

민들의 극 인 참여가 가능하고 체계 인 운 으로 신

속한 피드백을  수 있어야 한다. Macintosh[23]는 자

참여시스템이 성공하기 해서는 시민들의 정보 근성,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시민참여, 결과에 한 평가가 가

능해야 한다고 했다. WEB DEP[44]은 자참여시스템이 

참여목 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잘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세계 자정부 순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꾸 히 상

를 차지해왔지만, 자참여 수 은 개선을 필요로 하

고 있다[42]. 한민국 자정부의 표 인 참여마당으

로 국민신문고를 들 수 있다. 국민신문고는 민원신청, 국

민제안, 정책토론, 시민클럽으로 구성된 포털사이트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참여는 미미한 실정이다. 국민신문고라

는 가상공간에서 정부와 시민 간 의사소통은 진지하고 

건설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건 한 사

이버문화 정착, 시민의 의견에 해 정부의 극 인 응 

부족과 같은 사용주체의 태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3]. 자참여 수 을 참여의 방향과 참여정도에 따라 

e-information, e-consultation, e-participation, e-prediction

으로 나  때 국민신문고의 자참여 수 은 아직 

e-prediction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1].

이상 인 자참여를 실 하기 해서는 국민들의 능

동 이고 지속 인 방문과 건 한 의견개진, 그리고 

자참여시스템을 통한 정부와 국민, 국민과 국민간의 상

호작용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품질 

에서 자참여시스템의 수 을 측정하고 개선 을 도출

하기 한 방법론이 요구된다. 품질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자

참여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

인 사용이 심사이고 이를 해서는 사용이 편리하고, 

만족스러우며, 좋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품질

을 측정할 수 있다면 합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품질은 모든 신기술이나 정보시스템

의 성공요인으로 사용만족을 가져오고 지속 인 사용에 

정  향을 미친다고 했다[15][33]. 자참여시스템은 

신기술이며 정보시스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품질개

선은 곧 지속 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자정부 연구에서도 품질의 요성을 강조하 다. 품

질은 사용의도와 지속 인 사용에 향을 미친다[19] 

[38]. 자정부 서비스품질은 사용에 향을 미치고[41] 

[47], 사용만족을 가져오게 된다[42] 한 품질은 정보품질

(information quality), 서비스품질(service quality), 시스

템품질(system quality)로 구분되며[15][32][41][43], 이들

은 분리되어 측정되어야 한다고 했다[13]. Pitt, Watson, 

Kavan[32]은 정보가 충분하고 정확하며 믿을 수 있으며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품질은 높고, 특별한 노력

을 들이지 않고 사용하기 쉽다면 시스템품질이 높다고 

했다. 서비스품질이 높으면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사용자의 요구에 즉시 응답

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즉 서비스품질이 만족스럽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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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소비자들이 기 하는 서비스보다 지각된 서비스 성

과가 높다는 것이다[10][29]. 

품질의 차원  체감품질은 미디어와 같이 사용보다는 

경험이 요한 시스템의 측정기 으로 사용되어 왔다[4]. 

체감품질은 사용자가 서비스에 하여 본원 으로 경험하

고 인지하는 품질로, 특정한 상품이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주 으로 수용하는 총체 인 서비스 질로, 최종 사

용자를 상으로 시험하고 측정하는 품질로 규정하고 있

다[7]. Muntean[25]은 체감품질은 인지  척도에 결정되는 

서비스품질이라고 하 으며, Csikszentmihalyi[11]는 감

정, 동기유발, 인지  경험이라는 다차원 인 구성개념으

로 규정했다. 

체감품질이 요한 이유는 자참여시스템은 성능 향

상이나 편의성 추구, 정보제공이 주요 목 이 아니기 때

문이다. 한 자참여시스템은 서비스품질 목표처럼 일

방 인 고객의 기 치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정부와 국민

간의 상호 만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비스품질

은 약속된 서비스의 제공 여부가 심사이지만 자참여

시스템에서 서비스 개념은 추상 이다. Chen과 Chen[9]

에 따르면, 서비스품질은 어떤 속성을 충족하는 서비스 

성능이지만, 체감품질은 고객이 참여하여 얻는 심리  

결과물로, 서비스품질 속성뿐만 아니라 고객이 가져다주

는 기회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자참여시스템에

서는 서비스품질보다는 체감품질의 개선이 체 시스템

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

참여시스템은 정부와 국민이 극 인 토론, 의견개진을 

요구하므로 체감품질의 차원에 속하는 몰입, 참여, 흥미

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요하다.

품질개선은 모든 시스템이 추구해야할 목표이며 합

한 품질 측정방법의 발견은 품질개선의 시작 이 된다. 

본 연구는 자참여시스템의 체감품질을 측정하기 한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 목 이다. 체감품질을 측정하기 

한 일련의 로세스를 제안한다. 특징 으로 시스템의 

사용성 측정방법으로 사용되어온 이용자 테스트 방법과 

품질 수 측정 차를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자참여와 련된 선행연구들은 자참여의 개념  

정의[30][34], 역할[31][45], 발 단계[35], 성공요인[44], 

자참여도의 측정  평가[14][20], 자참여 도구의 개

발[37]에 한 연구들로 분류된다. 그러나 품질 에서 

자참여를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한 UN[42]이 

개발한 자참여지수는 자참여에 향을 주는 구성 개

념들이 아닌 평가기 을 사용했다는 에서 한계 이 있다.

시스템의 품질연구와 련한 연구들은 품질 구성요인

과 측정 방법, 그리고 구성요인들 간의 인과 계를 밝히

거나 서비스품질 측정에 한 연구들 주 으며 체감품

질에 한 연구들은 개념  정의 수 에 머물고 있었다. 

체감품질 요인을 언 한 선행연구들로부터 체감품질

의 구성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Csikszentmihalyi[11]는 

체감품질의 차원으로 활기찬 느낌(feeling vigorous), 행

복한 느낌(feeling happy), 정신집 (concentration)을 들

었다. Otto와 Ritchie[28]는 서비스품질은 주 으로, 체

감품질은 객 으로 측정된다고 했다. 체감품질은 속성

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체  그리고 서비스 환경보다는 

내 에서 측정해야한다고 했다. 흥미, 열정, 쾌락, 마

음의 평화, 몰입, 인지가 체감품질 요인이라고 했다. 

Morris와 Turner[24]는 웹사이트에서의 체감품질 측정

항목을 제시했다. 이철희·이상욱·이종화[6]는 체감품질

의 구성 요소는 객 인 지표로 표 될 수 있는 서비스

품질과 감정, 체험 등의 인지요소를 포함한다고 했다. 

Kao, Huang, Wu[17]는 몰입, 신선함, 특별함, 놀라움, 참

여, 그리고 행복감, 기쁨, 흥미를 들었다. 

3. 방법론

3.1 측정대상 

자참여는 정부기  웹사이트와 자참여 용사이

트인 국민신문고 통해서 이루어진다. 당  정부기  웹

사이트는 정보제공, 민원처리가 주목 이었지만 최근 

자참여 기능이 보강되고 있다. 그리고 자참여 기능들

은 부분 국민신문고로 통합운 하고 있지만, 일부 정

부기  웹사이트나 공공기  웹사이트는 여 히 서 페

이지를 만들어 정책토론, 국민제안, 여론조사, 시민게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들 사이트에서 

제안된 자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지난 정책 토론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많은 웹사이트들의 자참여 체감품질 정도를 악하

는 일은 측정 상이 많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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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이 가진 실  한계성 때문에 샘 링검사 방식이 

합하다. 샘 링 기 은 자참여 빈도가 많은 행정부 

웹사이트를 우선 으로 선정하고 각 사이트에서 정책토

론 각 건수에 한 네티즌들의 조회 수가 많은 웹사이트

를 상으로 하는 방법이 합하다.

3.2 체감품질 항목도출

체감품질을 구성하는 기기 은 선행연구인 

Csikszentmihalyi[11], Otto와 Ritchie[28], Morris와 

Turner[24], 이철희·이상욱·이종화[6], Kao, Huang, 

Wu[17], Muntean[25], 변 호[4]의 연구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복되는 유사한 개념을 통합하면 다음 9개의 

기 을 도출할 수 있다.

1) 활력, 2) 동기유발, 3) 평화, 4) 기쁨, 5) 몰입, 6) 혜

택, 7) 흥미, 8) 요한 일, 9) 신선함. ‘활력’은 자참여 

활동을 하는 것이 기분이 좋고 생기가 넘치는지를 측정

한다. ‘동기유발’은 자참여를 지속 으로 해야 하는 느

낌이 드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평화’와 ‘기쁨’은 자참여

가 마음의 평화나 기쁨을 가져다주는지를 의미한다. ‘몰

입’은 자참여에 깊이 고들거나 빠져드는 느낌이 있

는지를, ‘혜택’은 자참여를 해 투입된 노력이나 비용

에 비하여 자참여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주

는지를 측정한다. ‘흥미’는 자참여가 재미있고 흥미가 

있는지를, ‘ 요한 일’은 자참여 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

에게 가치가 있고 요한 일이라고 여기는지를 측정한다. 

끝으로 ‘신선함’은 자참여 활동이 새롭고 특별한 의미

를 가지는지를 나타낸다.

3.3 실험설계

체감품질은 실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자참

여 체감품질은 사용자를 상으로 실험  방법을 사용하

여 측정한다는 과 자참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루

어진다는  때문에 웹사이트 평가에 사용되어온 사용성 

측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통 으로 사용성 측정방

법으로 사용성 검사, 집단검토회의, 이용자 테스트 등이 

사용되었다[8]. 사용성 검사는 문가 검토, 휴리스틱 평

가법이라고도 하며,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경험의 법칙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집단검토회의는 

표성을 갖는 이용자가 로토타입 시스템에서 표

인 직무를 수행할 때, 이용자 인터페이스가 이용자가 해

야 하는 일을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 끝으로 이용자 테스트는 이용자들이 직  웹사이트

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다음 그 느낌을 측정

하는 방법이다.

이 가운데 이용자의 주 인 느낌을 측정하여야 하

기 때문에 이용자 테스트가 합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용자란 자참여를 원하는 국민이며 측정실험에서 피

실험자가 된다. 이들이 국민신문고나 정부기  웹사이트

에서 자참여를 경험한 다음, 체감품질을 측정하는 체

크리스트에 만족정도를 5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다. 체

감품질을 경험하기 해서는 피실험자는 먼  자참여 

사이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과제 내용은 난이도에 따라 단순한 사실에 한 답

변이나 안제시가 상되는 난이도가 높은 종류의 질문

으로 구성한다. 

자참여는 부분 국민신문고에서 이루어지므로 

자공청회와 정책포럼에서 상을 샘 링 한다. 조회수가 

많은 발제를 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 이다. 를 

들어, 국민신문고에 게시된 자공청회  최근 3년간 가

장 조회수가 많은 것은 11만7천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행

정안 부가 발제한 ‘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고’ 건이다. 공무원들의 이해 계나 심을 불러올 만

한 사항이므로 다른 공청회보다는 의견 개진이 많았다. 

그러나 행시스템은 공청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찬반 

의견만을 밝히기 때문에 체감품질 정도를 단하기는 어

렵다. 그러므로 네티즌들이 자체 인 평가결과를 수집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개선이 요구된다.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서는 많은 피실험자들로

부터 데이터를 도출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Nielsen[26]의 

사용성 연구에 따르면 한 테스트 당 5명의 이용자이면 

부분의 사용성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마찬가지

로 체감품질 역시 사용성 측정방법을 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소수의 피실험자라도 가능하다. 때문에 이용자 테

스트는 비용과 시간을 감할 수 있는 경제  방법으로 

사료된다.

이상 인 이용자 테스트를 해서는 피실험자는  

국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구통계학  분포를 고려

하여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거주 지역, 인터넷 숙

년도 등에 따라 선발해야 한다. 를 들어, 성별의 범주를 

2단계, 학력을 고등학교, 학교, 학원 이상의 3개, 연

령을 20 , 30 , 40 , 50 , 60  이상의 5개 분류, 소득 

수 을 평균을 기 으로 3개, 거주 지역은 8개, 인터넷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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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도 정도를 에서 고 까지 3개 수 으로 나 고 각 

분류별 5명의 피실험자를 선택하면 최소한 (2x3x6x3x 

8x3)x5명의 피실험자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3.4 데이터 획득과 분석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해서는 요인분석을 수행

한다. 술한 기 체감품질차원에 한 세부 항목의 측

정치로부터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요인을 도

출한다. 기요인은 3.2 에 언 된 9개 차원(활력, 동기

유발, 평화, 기쁨, 몰입, 혜택, 흥미, 요한 일, 신선함)으

로 한다. 피실험자는 자참여를 경험한 다음 각 차원에 

한 3-4개의 측정문항에 5  척도로 만족정도를 응답하

게 한다. 를 들어 ‘활력’ 이라는 차원에 한 측정문항

으로는 ‘ 자참여를 통해서 활력을 느 다’, ‘ 자참여를 

하는 것은 생동감이 있었다.’, ‘ 자참여를 통해서 좋은 

기분을 느 다’ 와 같은 질문을 만들 수 있다. 

타당성 검증은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 방식에 따

른 직교회 을 이용하며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들을 추

출한다. 요인분석을 통해 재된 항목들에 한 크롬바 알

값을 계산하여 내 일 성을 검증하며, 신뢰도 계수가 

0.8이상인 요인을 추출한다. 항목 수를 이기 하여 각 

항목별 요인 재치가 0.5미만, 1이상인 항목은 제거한다.

1차 설문조사에서 도출한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차 설문조사에서 도

출된 요인구조의 검증을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다. 집 타당성에 한 검증은 요인 재량이 0.6이상이

며, 유의수  5%에서 t-value 가 1.96이상인지를 검증한

다. 별타당성을 평가하기 해서 평균분산추출이 구성

개념들 간 상 계수의 제곱 값을 상회하는지를 조사한다. 

3.5 점수계산

체감품질 정도를 100 을 만 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개선의 목표를 정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측

정 항목과 피실험자의 가 치라는 두 가지 요인을 반

하는 것이 합리 이다. 측정항목의 가 치는 매우 주

일 수 있지만, 일반 으로 범 를 벗어난 측정항목이 

제거된 상태에서 요인 재치가 클수록 높은 가 치를 주

는 방식이다. 각 요인별 가 치 합계를 1로 정규화 시키

기 해서 각 요인의 요인 재치를 체 요인 재치의 

합계로 나 어 다. 그리고, 피실험자의 가 치는 피실

험자가 수행한 과제 문항에 한 정답의 신뢰도가 클수

록 가 치를 높게 부여한다. 

이상과 같이 체감품질의 측정 차는 [그림 1]과 같이 

정리된다. 

[그림 1] 연구방법

체감품질 수

자참여시스템의 범   체감품질 

측정 상 정의

과제문항 개발

평가치 도출

측정차원에 한 타당성 분석

가 치 도출

체감품질 항목 도출

4. 결론

정부가 국민들의 지속 인 자참여를 진하는 일은 

진정한 자민주주의의 실 을 해서 필요하고도 요

한 일이다. 때문에 차세  자정부 모델은 자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자참여 시스템은 합한 방법론에 의

해서 측정되고 평가되어야만 개선이 가능하다. 본 연구

에서 사용성 측정방법을 용하여 체감품질 수를 계산

하는 시도는 자참여가 갖는 특징을 반 한 새로운 방

법론으로 여겨진다. 

지 까지 자참여 시스템을 품질 에서 정량  측

정 방법론이 논의되지 못했다는 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크다. 기존 연구와 비교한 차별성은 자참여 시

스템의 성과 측정 요인으로 체감품질 개념을 제안하고 

일련의 측정방법을 제시한 을 들 수 있다.

자참여를 신기술 는 시스템으로 본다면 품질의 

측정과 개선은 매우 요할 것이다. 본 연구 방법론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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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자참여지수를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일련의 임워크에 따라 실제 사용자를 상으로 

실증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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