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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신기술 투자가 ICT 법․제도와 정부조직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 실증연구를 
하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정부조직의 ICT 투자 관심, 역량, 융합, 프로세스 변화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방법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ICT 투자 관심과 운영 역량은 ICT 법․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보였고, ICT 프로세스 역할 변경과 신기술 융합은 ICT 법․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그리고 국가정
보화 기본법은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지만, 전자정부법은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조직 연구
를 경영정보 관점으로 넓혔으며, 정책적 관점에서 정부조직별로 ICT 공동 추진과 법․제도의 중첩에 따른 상호 갈등 부분
의 해소가 요구된다. 향후 연구는 이전부터 현재 정권까지의 ICT 역량에 대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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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CT legal system and the ICT 
performance by new technology's investment for government organizational changes. I will show the 
impact of government ICT investment interest, competency, convergence and process change, and then 
present policy direction. A research method used the structural equations. As a result of analysis, ICT 
investment interest and operational competency showed the negative impact the ICT legal system and 
the role change of ICT process and convergence of new technologies showed the positive impac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on showed the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the E-Government Act showed the negative impact. The contribution in the study expanded 
organization research from MIS perspective, and each organization is required the conflict resolve by 
ICT investment. A future study will require longitudinal study of ICT capabilities from previous to 
present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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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은 4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의 등장으로 더욱 발전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
로운 패러다임에 정보통신기술은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
서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재도 5G 기술, 
인공지능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1]. 정보통신기술은 지식
과 정보 기반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
회문화의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 디지털 네트워크를 이
용한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변화를 일으켰다[2]. 최
근에 이르러서는 정보통신 속도 처리와 저장 능력이 고
도화되면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 
개발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은 
사회문화적인 활용도는 더욱 높아져가는 추세이다[3].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응용은 기업과 개인이 
단독으로 주도하여 구성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새로
운 정보통신기술은 정부 법․제도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발전되는 특징을 가진다. 정부는 국가의 정보체계, 기술 
응용, 국민 삶에 초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다.1) 국가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법․
제도는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민관협업 확대, 정부 및 공
공기관 간 협업시스템 구축, 공공정보의 개발, 정보공개 
확대 등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다.2) 또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스마트워크 등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투
자를 정부나 기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ICT 관련 법․제도
는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1]. 

이러한 법․제도는 정부와 사회, 기업 모두가 새로운 환
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겠다. 정보통신
기술을 조직 내부 및 사회, 경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
통신기술 법․제도는 중앙정부의 행정자치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등이 주축으로 정보화와 전자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정부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중앙정부, 공공
기관, 협회,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 및 의사소통 채널을 도
모하도록 정비되어 있다.²) 

정부 부처의 여러 내부 조직들은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조직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
만, 2000년대 초반부터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의 전
자정부 사업은 상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중첩된 

1)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2018.
2) ELECTRONIC GOVERNMENT ACT, 2017.

역할자가 되어 부처 간의 갈등이 있었다. 법령이나 지침, 
업무 수행 절차의 모호성이 발생하고, 불완전성이 높아지
면서 정부 조직성과를 높이는데 부정적 영향을 제공하게 
되었다[4]. 단일화된 정보화 추진이 부재하다보니 정책의 
중복성, 예산낭비, 성과의 모호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다. 현재도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과 같은 신기술 투자 진
행에서 법․제도의 중복과 중첩으로 부처 간 상호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효율성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5]. 특히, 
과거에 비해 여러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어 정부
는 신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로 행정업무를 고도화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단일화된 정보화 추진이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ICT 관련 법․제도의 재정비
를 외부에서 요구받기도 하며, 정부 내부도 새로운 정보
통신기술을 조직 내부에 흡수시켜 운영할 수 있는 환경
도 고민해야 한다.

즉, ICT의 급진적 발전에 따라서 정부조직도 변화 필
요성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ICT 투자의 중복
되는 정책적 영향력을 다시금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정부 조직 변화를 위한 ICT 
투자가 ICT 법․제도 운영과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조직의 ICT 
패러다임에 요구되는 변화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환경적응전략으로서 제도화 이론과 정보통신기술 
    패러다임

2.1.1 환경적응전략으로서 제도화 이론
조직은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목표를 충

족시키기 위해 여러 명이 합리적 조직 구조를 형성하는 
특징을 가진다[6].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전 상
황에서 환경과의 관계에서 안전성, 권위와 의사소통의 안
정성, 정책의 일관성과 조직 역할의 동질성을 추구하게 
된다[7]. 조직은 특정 목표를 충족시키고, 환경을 적응해
야 지속적 생존이 가능하다. 이를 지켜본 Selznick 
(1949)은 조직을 적응적 사회구조라 정의하였고, 조직 
속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의 사회제도를 이해하면서 조
직의 욕구와 구조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

또한, Selznick(1949)은 조직과 환경과의 협력적 관
계를 제도화 문제로서 공식적․비공식적인 행동을 탐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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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하였다[8]. 이는 조직 활동이 여러 다른 조직들
과 상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특수 관계를 형
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9]. 

조직은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 환경과 외부 조직에 적
응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며 관계 속에서 안정과 
안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협력적 이데올로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8]. 협력적 이데올로기는 조직의 안정과 존
속에서 부정적 영향을 제공하는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협력적 이데올리기는 조직 내부에 리더
십과 정책결정에 흡수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9]. 이는 
환경에 대한 적응장치를 말하는 것이며 조직의 생존 가
능성을 향상시켜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2.1.2 정보통신기술 패러다임
패러다임(paradigm)이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 테두리로서 인식 체계, 사물에 대한 이론적 틀
이라고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는 2000년도
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변화되었고, 현재는 인공
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현실화되어가면서 정보통신 
기술의 황금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1].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적 발전은 사회문화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
며 정부와 기업 모두 새로운 기술 환경을 도입하고 적응
하기 위해서 조직문화, 조직구조, 조직행동을 다시금 변
화시켜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10].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정부는 국가 문화사회와 경제
가 맞이할 변화 모습을 분석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과 경
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2016년도 6월에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에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종합 대책에는 기술과 산업, 사회 분야로서 기업
들의 자체 기술력과 데이터, 네트워크 인프라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산업에서는 산업 전반에 지능정보
기술 도입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사회분야에서는 복지
와 교육, 고용 제도의 변화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종합대
책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변화가 국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찰하고 있다.

2.2 국가 ICT 투자 
2.2.1 국가 ICT 투자의 선행연구
국내 ICT 투자는 2004년부터 약 15년 넘게 정부에서 

투자된 금액이 연 평균 약 3조 2천억 원을 이룬다고 한
다. ICT 투자는 정권 변화와 정부정책 등에 따라 예산 증

가와 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새로운 ICT 투자의 여력을 약화시켰으며[11], 공공
부문 ICT 추진 시 예산과 사업, 평가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투자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패러다임 변화에도 신속한 의사결
정을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다고 하였다[12].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ICT 추진체계가 분산되면서 전자정부에 대한 
재정 투자 방향은 더욱 불명확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13]. 이렇듯, 비약적인 전자정부의 기능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한 비전 수립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 부처들이 추진한 ICT 사업들은 체계적인 관리가 미
흡하였고, 투자 정책이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였다[14]. 
불명확한 ICT 투자 현상은 지방정부의 지역별 추진동기
와 동력에도 약화시켜 예산 확보와 추진에서 부족한 한
계점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15]. 

이러한 ICT 투자의 추진 동력은 경제적으로 닷컴 열
풍이 불었던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사업의 중첩 역할로 갈등이 발생되는 등 법령
과 지침이 불완전성하다보니 현재까지도 전자 정부 성과
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4]. ICT 
추진의 단일화 부재로 정보화 예산이 낭비되었고, 성과 
지표는 불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5]. 즉, 위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였을 때 과거 정부의 ICT 투자에 대한 
추진 애로사항 연구는 상당 수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현 
정권이 진입한 시점에서의 ICT 성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여 ICT 투자 행동의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2.2.2 ICT 투자 관심과 기술 융합
ICT 투자는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 중 하나이

다. 그래서 투자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 절차를 체계
화시키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CEO 또는 고위 관리직의 관심과 참여 
역할이 중요하다[16]. CEO의 투자 리더십은 ICT 투자의 
성공률을 높여주고, 조직 구성원들의 새로운 ICT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어 줄 수 있다[2]. 

한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신기
술 출현은 정부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기존 환경과의 융합이 요구된다[3]. 새로운 기술은 사회
문화, 기술적, 경제적 역할에서 긍정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관망하기 보다는 선제적인 투
자와 도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17]. 또한, 새로운 ICT
가 기존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비전을 강하게 보여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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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투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ICT 채택과 적용을 위해서는 현 경

제와 사회문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융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18]. 신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낮추
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신기술 확산보다는 사회적 안착이 
용이하도록 기존 정책과의 충돌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
록 분석과 기술 융합이 필요하겠다. 

2.2.3 ICT 역할 변화와 운영 역량
새로운 ICT 투자는 조직 내부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수행한다. ICT 투자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형성시켜 기존의 운영하던 조직 체계에 구성원의 행동과 
업무 수행 절차 등을 변화시킨다[17]. 그래서 ICT 투자
는 법・제도, 절차를 변화시킬 수 있어 많은 시간과 자원
이 필요하며, 사회적 적용과 신규 ICT를 사용하는 구성
원의 합의도 요구된다[2]. ICT 투자는 기업 전략 및 정부
의 전략과 연계도 필요하고, 효과적인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투자 과정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이 요구되기도 
한다[3]. 이렇듯, 신규 ICT 투자는 조직 내부의 프로세스
를 변화시키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조직 재설계
를 의미하며, 기존의 고착화된 프로세스에 변화 혁신을 
가져다주는 영향력을 제공한다[19]. 

하지만, 새로운 ICT를 도입한다고 무조건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 ICT 도입은 
조직 간 업무 통합과 의사소통 변화를 제공하므로 행정 
스타일과 업무 처리 속도에도 변화를 제공한다.[20-22]. 
그러므로 ICT를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ICT 운영 역량을 합리적으로 평
가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평가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생산성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겠다. 또한, 
신규 ICT 투자를 장기적 관점이 아닌 단기적 기간에 도
입하면 조직 저항이 발생되고 ICT의 활용 성숙도가 낮게 
되어 운영 역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18-23]. 이에 신
규 ICT 투자는 합리적인 투자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 
흡수 역량을 판단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2.2.4 정보통신기술 투자 성과
ICT 투자는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하거나 생

존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서 인식되고 있다[3]. 신규 
ICT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거나 극복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기대감을 높여준
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은 기업 내부 및 외부의 정보 경

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1] 정부와 기업
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투자하고 성과 측정을 실시한다. 
정보통신기술 투자 성과는 조직의 미션과 전략에 부합되
어야 하며,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24]. 새로운 ICT가 산업의 변화를 
통찰시켜 주는지 여부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역
량이 갖추는지도 평가해야 한다[25].

대다수 기업들과 정부는 ICT 투자의 정당성과 사후평
가를 실시하고 있다. 신규 ICT 투자 평가로서 정보통신
기술의 사업의 계획수립, 성과계획, 사업관리, 사업평가
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26]. ICT 수준 평가는 행정관
리 역량 평가로서 이해할 수 있으며, ICT 역량 기반을 갖
추고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겠다. 또한, ICT 투자 환경은 
국가의 법․제도의 체계화와 투자 자원의 요인으로도 중요
하게 고려된다.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2.3.1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 기본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

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정
보화 기본법은 정부가 국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
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고 수립한다. 여기서 기본계획
은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과 
사회 복지, 과학기술, 교육문화 등의 정보화, 국가정보화
와 관련된 법・제도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공
공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기술아키텍
처를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며 정보
통신 융합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
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하는데 법․제도가 발
휘하게 된다.1)

2.3.2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

칙, 절차,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정부
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 민주
성을 높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가진다. 
전자정부법은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의 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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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 운영성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
고 있는 법․제도이다. 

전자정부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
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법 운영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
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담당업무의 전
자적 처리에 필요한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담당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해당 기관의 편익보다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3. 연구 방법론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정보기술 패러
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정보화 조직 재설계 방안’의 내
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27]. 이 조사는 정부와 관련된 모
든 조직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설문의 
조사 기간은 2016년 7월에 진행되었다. 총 수집된 표본 
수는 303개이다. 본 데이터 수집은 ICT 법・정책을 구
체화하고 실현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에 설문조사 되었다. 본 조사는 ICT 정책과 정부 조
직의 ICT 수행에 대한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2차 
데이터로서, 현 정부가 들어선 2016년도의 정부의 ICT 정책 
방향과 현 시점의 운영을 고찰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정보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정보화 조직 재설계 방안’ 보고서에서 나타낸 빈도분
석만으로는 현 ICT 상황을 이해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
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ICT 패러다임에 맞춘 ICT 투
자의 설명을 강화하고자 ICT 투자 행동, 법・제도, 성과
에 대한 인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CT 
투자 역량과 투자 성과 사이에 있어서 법・제도의 매개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기술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정부
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보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응 전략을 
위한 제도화 이론을 적용하여, ‘정보기술 패러다임 변화
에 대응한 국가정보화 조직 재설계’ 설문문항 중 정보통
신기술 투자와 관련된 변수, ICT 관련 법․제도 변수, ICT 
조직성과 변수를 활용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연구모형은 ICT 투자 행동, 법・제도 운영, 조직 성과
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데 집중하였다. 새로운 ICT 패러
다임의 투자로서 ICT 투자관심, ICT 프로세스 역할 변
경, ICT 신기술 융합, ICT 운영 역량 등 네 가지를 ICT 
투자 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ICT 투자가 ICT 법․제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ICT 법․제도 변수로서 국
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이 정부조직 ICT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정리한 연
구 모형은 Fig 1에 표현하였다.

한편, 구조방정식은 AMOS, LISREL, PLS가 대표적이
다. 여기서 AMOS, LISREL은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기본
가정으로 확인적인 모델링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
에 반면에 PLS는 정규분포의 가정보다는 예측력 극대화
를 통한 탐색적 모델링을 성격을 보인다[28]. 본 연구에
서는 기존에 활용되었던 변수들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확
인적 모델링과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활용하므로 AMOS
와 LISREL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3.2 가설설정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출현은 기업과 정부 모

두 경제성 및 업무 생산성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중 ICT 투자 관심은 산업과 시장에 출현한 신기술에 
대한 투자 관심을 의미한다. ICT 투자 관심은 정부나 기
업의 중역이나 고위직이 신기술 적용에 따른 생산성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올라가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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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3]. 이에 ICT 투자 관심은 회사의 미래 변화와 현
재의 운영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요소로서 볼 수 있다. 
신기술의 투자 관심은 정부나 기업의 제도와 정책을 변
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16-18]. 즉, 고위 직급들의 
관심을 가지는 새로운 ICT 요소는 법․제도의 정책적 요
소를 변화시키고, 조직 내부의 ICT 투자 추진력에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따라서 정부의 ICT 투자의 관심은 각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업무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로
서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의 
법․제도 정책 운영에 영향을 제공할 것이다.

H1a: ICT 투자의 관심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책 
운영에 영향을 제공할 것이다.

H1b: ICT 투자의 관심은 전자정부법 정책 운영에 
영향을 제공할 것이다.

ICT 투자에 의한 프로세스 역할 변화는 정보기술로 
인한 조직 재설계를 의미하며 기존 프로세스의 혁신을 
가져다준다[19]. ICT는 조직 구조의 업무를 통합시키거
나 부서 간의 의사소통의 변화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
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 형태의 역할 변화를 제공하게 되
면서 행정 스타일의 혁신을 형성시켜준다[20-22]. ICT
를 활용한 프로세스 혁신을 도입한 조직은 관련된 여러 
부서, 팀, 유관 기관들의 업무 스타일까지 영향을 제공하
게 된다. 이렇듯, ICT 투자로 인한 프로세스 역할 변화는 
여러 조직이 업무를 위해 설정해놓은 법․제도에 영향을 
제공한다. 즉, 정부조직 관점에서 현재의 국가정보화 기
본법과 전자정부법에서 논의하던 정보화 방침 형태에 영
향을 제공할 것이다.

 
H2a: ICT 투자에 의한 프로세스 역할 변화는 국가정

보화 기본법 정책 운영에 영향을 제공할 것이다.
H2b: ICT 투자에 의한 프로세스 역할 변화는 전자정

부법 정책 운영에 영향을 제공할 것이다.

새로운 ICT를 조직 내부에 융합시키는 것은 새로운 
기법을 조직 내부에 도입하고 흡수시키는 능력을 의미한
다[9]. ICT 융합 능력은 기존의 것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
하여 업무 생산성의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관점도 있다
[29]. ICT를 조직에 융합 시킬 때는 경제적 가치, 운영적 
가치, 기술적 가치, 시간적 가치, 정책적 가치 등을 판단
할 필요성이 있다[30]. 기업이나 정부 조직에 새로운 
ICT 융합은 사회기술적 관점에서 사람, 구조, 기술, 과업

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공하므로 기존 조직 형태가 새롭
게 재구성될 수 있겠다[31]. 이러한 ICT의 융합은 정부조직 
관점에서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 입각한 투자를 진
행하는 조직행동이기 때문에 법․제도의 영향을 제공할 것이다.

H3a: ICT 투자에 의한 신기술 융합은 국가정보화 기
본법 정책 운영에 영향을 제공할 것이다.

H3b: ICT 투자에 의한 신기술 융합은 전자정부법  정
책 운영에 영향을 제공할 것이다.

새로운 ICT 투자에는 조직 내부에 많은 시간과 자원
을 투입하게 된다[2]. ICT투자를 단기적 기간에 집중하
여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면 ICT의 활용 성숙도는 낮게 
되어 운영 역량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18, 23]. 이에 
ICT 투자는 장기적 관점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예산 설
정과 조직의 ICT 채택을 신중히 고려하여 조직의 활용 
능력을 평가해야 투자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32-33]. 즉, 정부조직은 새로운 ICT 투자를 진행할 시 
예산과 사업의 대응력을 고려하여 진행될 때 법․제도에 
영향력을 제공할 것이다.

H4a: ICT 투자에 의한 운영 역량은 국가정보화 기본
법 정책 운영에 영향을 제공할 것이다.

H4b: ICT 투자에 의한 운영 역량은 전자정부법 정책 
운영에 영향을 제공할 것이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정부가 국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목표로 한다.1) 그래서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과 사회 복지, 과학기술, 교
육 등의 활용을 모색하는데 집중한 법․제도이다. 전자정
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 처리를 목적으로 기본원칙과 절
차,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2) 그리고 행정의 생산
성, 투명성을 토대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 두 가지 ICT 관련 법․제도는 정부조직이 여러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동과 국민의 삶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조직의 업무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ICT 관련 법․제도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
자정부법은 정부조직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제공할 것이다.

H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책 운영은 조직성과에 영향
을 제공할 것이다.

H6: 전자정부법 정책 운영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제공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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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측정도구 및 조작적 정의
새로운 ICT 투자의 구성개념은 관리적 프로세스 변

화, 조직변경 프로세스, 조직업무 프로세스 변화, 조직행
동 프로세스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ICT 투자 관심은 ICT 전담부처의 국가 정보화 정책추
진 경험, 부처 내 전자정부관련 부서의 위상도, 정보화 관
련 부처 간 갈등조정 능력, 국정지도자의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심 등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4-7,11-15,34]. 
ICT 프로세스 역할 변경은 순환보직 등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성, 권위적 조직문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산하기
관의 기능 재분배, 산하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 융합(복지, 
임금 등) 등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4-6,10-15,19-22,34]. 
ICT 신기술 융합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 노력, 
모바일 시대의 정책 방향성, 보안과 스마트워크의 충돌 
가능성, 정보화와 전자정부의 혼동에 따른 국가정보화 전
략 수립의 혼선 등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1-3]. ICT 운영 
역량은 ICT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조직 대응력, 
ICT 사업 예산관리, ICT 관련 기금의 효율적 운영, ICT 
관련 사업의 관할권 갈등 등으로 구성하였다[4-6].

한편, 정보통신기술 투자의 정책 효과로서 법․제도 정
책 운영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에 두 가지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 운영의 정책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국가정보화 기법의 운영 구성요소는 국가정보화 정
책의 기본 방향, 중장기 발전 방향,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지역
정보화,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 운영 정도로 구성
하였고,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1) 다음으로 전자
정부법 구성요소로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 제도의 정비,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운영 정도로 구성
하였고,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2)

정보화 조직성과의 구성개념은 정보화를 통해서 얻은 
조직의 성과 수준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부처
의 ICT에 따른 조직개편 성과의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정권과 무관하게 ICT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분산된 
ICT 부처 간 협업은 잘 이뤄졌다. 과학기술과 ICT 사이
의 역할이 잘 조정되었다., 장관이 ICT 예산권과 인사권
을 제대로 행사했다 정도로 구성하였고, 리커드 5점 척도
로 측정되었다[4-6].

4. 연구결과
4.1 표본의 특성

Classification freq. Wei.
Gender Male

Female
210
93

69.3
30.7

Age
20~29
30~39
40~49
50~59

65
104
97
37

21.5
34.3
32.0
12.2

position

Seoul/Incheon/Gyeonggi
Deajeon/Sejong/Chungcheong

Gwangju/Jeolla
Daegu/Gyeongbuk

Busan/Ulsan/Gyeongnam
Gangwon/Jeju 

202
36
14
32
18
1

66.7
11.9
4.6
10.6
5.9
0.3

period

under 1 year
1~3 year
3~5 year
5~10 year
10~15 year
15~20 year

Beyond 20 year

27
53
63
46
35
36
43

8.9
17.5
20.8
15.2
11.6
11.9
14.2

est.
central department 
a public institution
research institute 

 association

100
140
37
26

33.0
46.2
12.2
8.6

freq.: frequency, Wei.: Weight(%), est.: establishment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본 연구의 기술적 통계로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응답 비율을 확인하였을 때 남자가 210명(69.3%)로 

높았으며 연령으로는 30~39세 응답자로 104명(34.3%)
로 나타났다. 근무 위치는 서울/인천/경기가 202명
(66.7%), 근무기간은 3~4년 63명(20.8%), 소속은 공공
기관 종사자가 140명(46.2%)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나머지 수치에 대해서 Table 1에 제시하였다.

4.2 신뢰성과 타당성
연구의 변수에 대한 타당성, 신뢰성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정은 Cronbach’s a계수로 검정하였다. 검

정값이 0.6 수치 이상이면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표본의 타당성 검정을 위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방법은 주성분분석 방식
을 사용 하였으며, 요인 회전은 배리맥스 방식을 이용하
였다. 사회과학 관점에서 각 변수의 요인 간 상관관계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유의하다고 보고 있다[28]. 각 측정 
모델의 내적 일관성에 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방
법은 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
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KMO (Kaiser-Meyer–Olkin)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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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CT 

Investment 
Interest

ICT
New 

Technology 
Fusion

ICT
Process 

Role 
Change

ICT
Operation 

Competenc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on

Electronic 
Government 

Act
Organization
Performance

ICT 
Investment Interest .585 　 　 　 　 　 　

ICT
New Technology Fusion .421 0.595 　 　 　 　 　

ICT
Process Role Change .570 .236 0.599 　 　 　 　

ICT
Operation Competence .433 .214 .578 0.682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on .159 .176 .226 .135 0.650 　 　
Electronic Government

Act .088 .106 .127 .022 .433 0.804 　
Organization
Performance .216 .051 .179 .168 .181 .032 0.719

※ The shaded area is the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value and the correlations value is square root value.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보았다. ICT 투자의 관심, ICT 신기술 융합, ICT 프로세
스 역할 변경, ICT 운영 역량의 KMO는 0.879(p=0.000)
으로 나타났으며, 법․제도 운영으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
자정부법 운영의 KMO는 0.886(p=0.000)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조직성과의 KMO는 0.807(p=0.00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현황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Variables Factor C.R. Rel.

Organization
ICT

Application

ICT
Investment

Interest

.581

.795

.680

.661
849 .766

ICT
New Technology

Fusion

.555

.620

.784

.780
.854 .773

ICT
Process

Role Change

.555

.620

.784

.780
.856 .778

ICT
Operation

Competence

.608

.827

.858

.682
.895 .846

Legal 
System  

Operation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on

.761

.796

.767

.756

.742
.902 .865

Electronic Government 
Act

.868

.828

.893

.811
.942 .918

Organization
Performance

.850

.869

.868

.805
.911 .869

C.R.: Composite Reliability, Rel. : Cronbach Alpha Reliability

Table 2. Analysi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한편, 판별타당성 검정을 위해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가 모든 구성개념 간 상관 자승치
보다 큰 값을 가지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잠재변수 
AVE값이 제곱화된 모든 상관계수 값보다 클 경우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28]. Table 3에 나타났듯이, 모든 
잠재 변수의 구성개념은 상관계수보다 큰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법칙타당성을 보면 잠재변수 간 상관의 방
향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변수는 유의하다고 나타나
서 법칙 타당성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4.3 연구모델 검정
연구모델의 가설검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모

형의 모델 적합 지수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GFI는 0.862로 나타났으며 

AGFI는 0.830, CFI는 .926, NFI는 .8619, RMR은 
0.054로 나타났다. 이는 구조방정식 모형도의 적합도를 
설명하는 것이며, RMR이 0.05이면 매우 좋다고 보고 있
으며 GFI와 AGFI, CFI, NFI는 0.8이상이면 사회과학 관
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28].

GFI AGFI CFI NFI RMR
.862 .830 .926 .861 .054

RMSEA TLI CMIN/DF
.058 .911 2.011

Table 4. Goodness of Fit on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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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Estimate standard error Critical Ratio p hypothesis
ICT

Investment
Interest

→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on -2.05 0.94 -2.17 .029 support

→ Electronic Government 
Act -2.89 1.39 -2.08 .038 support

ICT
Process

Role Change
→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on 3.62 1.16 3.13 .002 support

→ Electronic Government 
Act 5.17 1.81 2.85 .004 support

ICT
New Technology

Fusion
→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on 0.74 0.35 2.10 .035 support

→ Electronic Government 
Act 1.00 0.50 2.00 .045 support

ICT
Operation

Competence
→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on -.984 .419 -2.35 .019 support

→ Electronic Government 
Act -1.76 0.67 -2.63 .009 support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on → Organization

Performance 0.70 0.16 6.05 .000 support

Electronic Government Act → Organization
Performance -0.19 .083 -2.26 .024 support

Table 5. Path Analysis

Fig. 2. Research Result

Table 5와 Fig 2는 구조방정식 경로를 통한 영향력 
검정을 확인한 결과이다. 우선 ICT투자 관심이 국가정보
화 기본법에 미치는 영향은 –2.17(p=0.029)로 타나났다. 
그리고 ICT 투자 관심이 전자정부법에 미치는 영향은 –
2.08(p=0.038)로 나타났다. 이는 ICT 투자 관심으로서 
국가 정보화 정책추진 경험, 전자정부관련 부서 위상, 정
보화 관련 부처 간 갈등 조정능력, 국정지도자의 국가정
보화 및 전자정부 관심 등이 높아지면 국가정보화 기본
법과 전자정부법의 법․제도 운영에 충돌이 발생한다는 의
미를 가진다. 즉, 새로운 ICT 투자 관심이 높아지면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의 현 법․제도가 현실성이 낮
아져 정책적 오류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ICT에 따른 프로세스 역할 변경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과 전자정부법의 법․제도에 각각 3.13(p=0.002), 
2.85(p=0.004)로 나타났고, 법․제도 운영의 효과를 높이
는데 도움이 된다고 나타난 것이다. 즉, 순환 보직 등에 
따른 공무원 전문성, 권위적 조직문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산하기관의 기능 재분배, 산하기관 통합에 따른 조
직 융합의 노력이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의 정
책적 법․제도 운영에 효과를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ICT 신기술 융합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10(p=0.035)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정부법에는 2.00 
(p=0.045)으로 나타났다. ICT에 따른 신기술 융합이 높
아질수록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의 효력이 높
아진다고 나타난 것이다. 즉,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혁
신 노력, 모바일 정책 방향, 보안과 스마트워크, 국가정보
화 전략 수립이 강조될수록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
부법의 법․제도 취지는 높아지고, 정책 운영의 효과도 높
아진다고 나타난 것이다.

ICT 운영 역량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미치는 영향은 
–2.35(p=0.019)이며, 전자정부법은 –2.63(p=0.009)으
로 나타났다. ICT 운영 역량은 ICT의 급속한 발전에 대
한 조직 대응력, 예산 관리,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할권 
갈등을 말하며, 이에 대한 운영이 높일수록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의 법․제도 운영에 충돌이 발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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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즉, ICT 예산관리, ICT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법․제도의 역할이 불충분하며, 예산 확보로 인한 조직별 
갈등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5].

그리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조직의 개편 성과를 높이
는데 효과적이라고 6.05(p=0.000)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정부법의 법․제도 정책 운영은 조직성과를 높이는데 
있어 –2.26(p=0.025)로서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
다. 즉, 조직 성과로서 ICT 정책의 일관성, 부처 간 협업, 
과학기술과 ICT 역할 조정, ICT 예산권과 인사권 행사
는 전자정부법 운영에 긍정적 효과를 보는 것이 어렵다
고 나타난 것이다[4-5].

추가 분석으로, 간접경로인 매개효과(간접경로)가 있
는지를 검정하였다. 간접경로 분석은 부스트래핑 방법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우선 ICT 투자 관심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통해서 
조직성과에 –1.43(p=0.011, -1.43=-2.05*0.7)로 나타났
다. ICT 신기술 융합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통해서 조
직성과에 0.51(p=0.039, 0.51=0.74*0.7)로 나타났다. 
ICT 프로세스 역할 변경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통해서 
조직성과에 2.53(p=0.005, 2.53=3.62*0.7)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는 매개효과(간접경로)의 효과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신기술 투자로서 투자 관심, 신기술 융
합, 프로세스 역할 변경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토대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가진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신
기술 투자가 전자정부법에 의한 조직성과의 간접효과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Organization Performanc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on
Electronic 

Government Act
ICT

Investment Interest
-1.43

(0.011)
0.54

(0.117)
ICT 

Process
Role Change

2.53
(0.005)

-0.96
(0.177)

ICT
New Technology

Fusion
0.51

(0.039)
-0.19

(0.156)
ICT 

Operation
Competence

-0.69
(0.124)

.33
(0.218)

Value: Estimate(p-value)

Table 6. Indirect Effect of Path Analysis

5. 연구 결론과 연구 의의
기존 서울과 과천에 집중되어 있었던 정부조직은 세종

시 및 여러 지방 도시로 이전하였다. 정부 조직이 각 지
방으로 분산되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부도 
ICT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조직 관점에
서 공공기관, 연구기관, 협회 등과의 의사소통, 대국민 서
비스 수행에 ICT 활용 가치는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
다. 이렇듯, ICT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클
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신규 ICT의 
탄생과 수용은 정부 조직의 업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 조직의 신규 ICT의 투자, 조직 업무 처리, 조직 
간 협업, 의사소통은 ICT 관련 법・제도의 기반으로 운
영된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는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
자정부법에 의해서 모두 완벽에서 투자 행동되기에는 현
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 정부조직은 ICT 관련 법․제도
에 맞추어 ICT를 운영하고 있지만, ICT 관련 법․제도 내
용이 중첩․충돌하고 있으며, 여러 유관 기관들이 개별적
으로 ICT를 추진하면서 상호 갈등이 발생하는 등 최적화
된 ICT의 성과를 기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4-5,34]. 
이에 본 연구는 현 정부조직의 ICT 성과에 대한 상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ICT 투
자 관심과 ICT 운영 역량은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
부법에 부정적 영향을 제공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앞서 
문헌에서 살펴본 바처럼, 신규 ICT 추진 상황에서 상호 
부처별 정책 추진의 중첩으로 인한 갈등과 예산 배정으
로 인한 충돌의 상황 발생은 법․제도의 정책 운영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4-5]. 신규 
ICT 투자의 관심과 운영은 기관별 동시 추진과 예산과 
사업의 권한 등이 요인이기 때문에 ICT 관련 법․제도의 
일부 개정이 요구될 수 있겠다. 이와 반면에 ICT 기술 융
합과 신규 ICT로 인한 프로세스 역할 변경은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의 정책 운영에 취지를 살리고, 법․
제도의 역할의 효과성을 높인다고 나타났다. 즉, 조직 내
부에 ICT 도입과 활용은 법․제도의 근거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법・제도 가치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5]. ICT 융합과 프로세스 조정 역할은 조직행
동의 변화이다. 이에 기관별 상호 조직 갈등을 최소화시
키고, 신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육성하면 조
직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6-8]. 그리고 국
가정보화 기본법은 조직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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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신규 ICT를 기획하고 총괄
하는 정책 기조가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한다고 
해석될 수 있겠다. 하지만, 전자정부법은 조직성과에 부
정적 영향을 제공한다고 나타났다. 전자정부법이 클라우
드 서비스,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
용하고 대응할 있는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연구를 고
찰해보았을 때[5]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즉, 전자정부법이 신규 ICT의 추진체계로서 거버
넌스 구조를 마련하는데 법적 기반이 미흡하게 되면서 조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제공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4-5]. 

한편, 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ICT의 투자 관심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매개로 하여 조
직성과에까지 영향을 제공한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ICT
에 따른 프로세스 역할 변경과 ICT의 신기술 융합도 국
가 정보화 기본법을 매개로 하여 조직성과에까지 영향을 
제공한다고 나타났다. 즉,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신규 정
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활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
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하는데 도움을 제공한
다.2) 이에 ICT 투자 관심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조직성과에는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조직 프로세스 변화에 
신기술 융합 투자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한 신규 정보
기술아키텍처 활용으로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겠다[4-5].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시사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이론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의 ICT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기술 투
자 설명을 하고자 Selznick(1949)이 주장한 이론을 적용
하였다[8]. 이 이론은 환경적응전략을 위한 제도화 이론
이며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적 역할을 적용하면서 
조직 이론에 경영정보 관점을 설명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국가 정보화와 관련된 법․제도를 조직 내부의 정보기술 
투자와 함께 설명하면서 기존의 정책 관련 이론을 경영
정보 영역으로 설명하는데 본 연구가 기여하였다. 마지막
으로, 2000년대 초반에 관심이 높았던 정보기술 투자 연
구를 현 시점에서 다시금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에 기존 정보통
신기술 투자 연구의 지속성을 높이는데 본 연구가 기여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실증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기
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였다.

첫째, 정부조직은 신기술 투자에 대한 추진력과 예산 
운영에 있어서 법․제도의 검토를 먼저 우선시하여 부처 
간 또는 조직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선행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ICT 투자의 부처 단일화, 정부 변화에 따른 예산 갈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갈등 해소
할 수 있는 정책 조정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로, 신기술 
도입 시 조직 내부의 신기술 채택과 융합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조직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신기술 효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공무원 조직이 ICT 기술의 저항감을 제거
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신기술 투자를 조직별 또는 
부처별로 동시 추진하면 예산 중복과 업무 갈등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에 예산과 업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제도
의 개선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한편,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ICT에 의해서 정부
조직의 변화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였다. 그래서 ICT의 
투자와 ICT 법․제도 관계, 조직성과 관계의 영향력을 실
증연구 하였다. 이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고찰은 충실히 
설명하였지만, 본 연구는 2016년도 데이터로만 분석하
여 2019년 현 시점에서 나타난 상황을 다시금 재확인하
여 2016년도 데이터와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아
직까지 과거 정부부터 현재 정부까지 ICT에 따른 조직개
편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종단 연구를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계열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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