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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n exploratory study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on user satisfaction 
and trus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influencing on user satisfaction 
and trust, and determine how they affect user satisfaction and trust. From the literature review, we identify four characteristics 
which are expected to influence on user satisfaction: technical, information, customer-oriented, and work-performing characteristics. 
In addition, we develop research model that the four characteristics are expected to affect user satisfaction and trust via users’ 
perceived valu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e technical, customer-oriented, and work-performing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affects perceived values, which significantly affected user satisfaction and trust. Perceived value is partially mediated 
by user satisfaction in affecting user trus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affecting perceived values differed 
partially by the purpose of visitor. As for the personal goal, the technical, customer-oriented, and work-performing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affect perceived values, with the technical and customer-oriented characteristics having more significant effects. As 
for the business goal, the technical, information, work-performing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affected perceived values, with in-
formation characteristics having more significan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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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자치단체의 웹사이트는 지방자치시대에 해당지역을 대

표하는 정보전달 매체이며, 다른 기관을 연계시켜 주는

접속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자치
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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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입장에서 자치단체의 웹사이트는 고객지향적인 행

정과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주요한 매체로써

그 가치가 더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2000년 이후부터 자치단

체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초반의 연구들은 자지단체 웹사이트를 평
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주를 이루었다[2, 
17, 19, 28]. 그러던 중, 하영수[8]와 유경화[43]가 자치단
체의 웹사이트를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인식하는 관점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자치단체 웹사이트에 대한 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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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에 변화가 나타난다. 즉, 자치단체의 웹사이트

에 고객만족이라는 개념과 함께 품질이나 마케팅 영역에

서 이용되는 연구모형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유경화[43]는 자치단체 웹사이트를 인터넷을 매

개로 하는 행정 서비스로 인식하고, 서비스의 수요자(이
용자)와 공급자(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이들 간의 영향 관
계에 대하여 조사한 후, 자치단체 웹사이트의 서비스 만
족도 평가 시 서비스 공급자 측면만이 아닌 서비스 이용

자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후, 송조호[38]는 자치단체 웹사이트의 운영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미지,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서비
스품질 등을 제시하면서 웹사이트라는 서비스가 품질 요인

들을 통해 이용 고객들에게 인식되어 고객만족과 고객신뢰

그리고 재사용의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관계를 규명하려 하

였으며, 박명규[35]는 자치단체 인터넷 웹사이트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로 인터페이스(디자인, 구조편리
성), 정보, 신뢰성(약속이행, 전문성), 상호작용(응답성, 친
절도), 공익성을 Public e-SERVQUAL라는 개념으로 설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준석[42]은 자치단체 웹사이트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해당요인이 이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성공모형(IS Sucess Model)
과 인터넷 정보시스템 성과모형을 접목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상의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치단체의 웹사이트

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웹사이트를 서비스로, 사용자를
고객으로 인식해 왔으며, 자치단체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주요 요인들 역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사용자

의 관점에서 도출되어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된다. 첫째, 자치단체의 웹사이트
는 상업용 웹사이트와는 달리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보다는 서비스 제공

자의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즉,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얼마나 효율적

으로 전달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 할 뿐, 이용자가 자신
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식하고 만족에 도달하는 일련

의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 둘째, 자치
단체 웹사이트들은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사업자, 관광객으로 이용자를 분류
하고 해당 목적에 맞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자
치단체 스스로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러한 차이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특성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특성요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만족을 제공하는가를 조

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
람들의 이용목적에 따라 웹사이트에 대한 인식 및 만족

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와 웹사이트의 특

성요인이 사용자의 만족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었다. 제 2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자치단체 웹
사이트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요인을 도출한 내용과 지각

된 가치, 고객만족, 고객신뢰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
고, 제 3장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 그리고 변수의 조작
적 정의를 소개한 후, 제 4장에서 실증분석의 내용을 소
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제 5장에서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치단체 웹사이트의 특성

자치단체 웹사이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사

항들을 고려하여 문헌연구를 하였다.  
첫째, 자치단체 웹사이트도 큰 범주에서 본다면 웹사

이트 종류의 하나이기에 웹사이트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를 통해 웹사이트가 가지는 특성을 정리한다. 둘째, 웹사
이트의 범주 안에 포함되긴 하나 민간의 웹사이트와는

그 성격이 다른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다른 형태

의 인터넷 공공서비스인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

펴봄으로써 공공성의 특징을 파악한다. 셋째, 공공적 성
격을 지닌 전자정부의 범주 안에 포함되긴 하나 웹사이

트 운영주체가 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만의 운영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웹사이트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2.1.1 웹사이트의 품질특성 관련 선행연구

웹사이트 품질특성을 연구한 대다수의 연구는 DeLone 
and McLean[6]의 정보시스템 성공모형(IS Sucess Model)
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후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은 다시
3개 품질요소로 업데이트(update) 되었는데, 각 품질특성
의 개념과 해당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이 이

용한 지표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5]. 

(1) 시스템품질(System Quality) 특성 

시스템 품질은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으로,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인식
하는 시스템 자체가 갖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로는 시스템의 보안성, 신뢰성, 반응 시간, 
기능성, 접근성, 심미성, 유연성, 효율성, 통합성 등이 이
용되었다[5, 25, 26, 27, 2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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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품질(Information Quality) 특성 

정보 품질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얻는 정보에 대

하여 사용자가 인식하는 가치로써, 웹사이트를 통해 얻

는 정보에 대해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제공정보의 적절성, 적시성, 이
해가능성, 완전성, 일관성, 다양성, 유용성, 활용성 등이
이용되었다[3, 5, 22, 25, 26, 27, 30, 42]. 

(3) 서비스품질(Service Quality) 특성 

서비스 품질은 제공된 서비스가 고객의 기대에 대하여

충족시키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웹사이트 사
용자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활동의 제반 특성을 의미

한다. Parasuraman et al.[35]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주로
유형성, 반응성, 확신성, 신뢰성, 공감성 등이 이용되었다
[5, 13, 22, 24, 29, 35, 41] 

<Table 1> Previous Studies for Characteristics of the Web-Site

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Service 
Quality

Cho[3] O
DeLone and McLean[6] O O O

Jung et al.[13] O
Lee et al.[22] O O
Lee & Oh[24] O
Lim et al.[25] O O

Lin[26] O O
Liu and Arnett[27] O O
Negash et al.[29] O O
Nelson et al.[30] O

Park[35] O
Wolfinbarger et al.[41] O

Won[42] O O

2.1.2 전자정부 웹사이트 관련 선행연구

전자정부 평가에서 웹사이트는 평가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20]. 주희엽[12]은 전자정부 e-서비스 수용도

및 품질 만족도 평가에서 e-서비스에 만족을 느끼는 요
인으로 감정이입, 효율성, 신뢰성, 반응성, 보증, 유형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충수[21]는 정부기관 웹사이트 평
가관련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콘텐츠(정보의 최신성, 
정보의 정확성, 정보의 투명성, 정보의 다양성), 커뮤니
티(토론 대화방, 토론 게시판, 정책제안, 응답의 신속성), 
민원서비스(Q&A 및 FAQ, 절차의 편리성, 접근 용이성, 
서비스의 신속성), 디자인(이미지 해상도, 관련기관 인터
페이스, 화면디자인, 사이트맵 파악 용이), 기술(서버 안
전성, 보안 서비스, 속도, 개인정보보호)이라는 항목으로
평가기준을 결정하여, 민원서비스와 콘텐츠 항목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항목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김영선[20]은 정부 부처 간 업무지원 웹사이트

(G4G)의 효과성을 측정함으로써 전자정부 성과에 미치

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보품질(신뢰성, 유용성, 
업무관련성, 이해가능성, 적절성, 범위), 시스템품질(이용
성, 접속/접근성, 재미요소, 하이퍼링크, 네비게이션, 상
호작용성), 서비스품질(신뢰성, 유형성, 확실성, 공감성)
은 업무프로세스의 능률성에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시스템품질의 경우에는 업무

프로세스의 공공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업무프로세스의 능률성, 
공공성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업무프로세스의
능률성과 공공성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품질특

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준영[4]은 전자정부의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정확성, 최신성, 다양성, 심미성, 편리성, 상호작용
성, 일관성, 신뢰성으로 보고 정보시스템성공모형을 적

용하여 시스템품질, 서비스품질, 정보품질의 3가지로 구
분하는 시도를 하였다. 

2.1.3 자치단체 웹사이트 관련 선행연구

서론에서 이미 송조호[38], 박명규[35], 원준석[42] 등
에 의하여 자치단체 웹사이트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있음을 소개하였다. 
그 외에 정재욱[14]이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 평가

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웹사이트구조 평가요인과 서비스

평가요인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고객만족

도 평가지표(접근용이성, 대응성, 다양성, 정확성, 디자
인)를 제시하고, 다양성과 정확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
보평가부문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용측면이 그 다

음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김태진 외[19]는 전자적 정보제공, 전자적 민원처리, 

전자적 의견수렴,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이라는 네 평가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에 따라 세부 측정항목을 제시

한 지방정부 홈페이지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오승은[31]은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수준의 평
가를 위한 객관적 지표와 체계적인 모형을 개발하려 하

였으며, 그 결과 정보화 수준의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서
내용성, 능률성, 민주성의 세 가지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2.2 웹사이트 운영성과 관련 선행연구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는 정보시스템이 의도하는 목

적이나 기대 또는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 주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운영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다
양하게 이야기되고 있으나 많은 연구들이 지각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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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만족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성과를 분석하려

하고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지표와 관련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

지각된 가치는 주로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 고객의 행동
의도에 대한 관련개념들 간의 인과관계 또는 관련성을 규

명하려는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인간의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관점에서 보면 가치(value)는 의견, 신념, 태도, 
흥미 등에 비해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동일한 행동을 평가

할 때 근본적이고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평가된다[15]. 
지각된 가치는 시간, 장소, 소비자의 특성 및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다차원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

을 보인다[7, 39]. 즉, 지각된 가치를 가격이라는 한 가지
차원의 개념에서 고객이 지불하는 것과 소비경험에서 얻

는 것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개념을 고려하여 상품의 유

용성이라는 종합적인 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일차원의 측정은 경제적인 소비만을 강조하고 있어

소비와 구매에 있어서 심리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이론의

확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36]. 
Holbrook[10]은 지각된 가치의 차원을 경제적인 가치, 

이타적 가치, 사회적인 가치, 쾌락적 가치로 제시하였다. 
경제적인 가치란 제품이나 소비의 경험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효율성과 품질의 탁월

성, 이타적 가치란 자신의 소비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사회적 가치란 소비자 자신의 행
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반응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때의 가치, 쾌락적 가치란 소비의 경험에서 느끼
는 즐거움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심상욱[37]은 축제 서비스 스케이프가 행동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된 가치를 매개변수로

하여 살펴보았다. 지각된 가치를 경비 대비 가치, 시간
대비 가치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지각
된 가치가 만족을 매개로 하여 행동의도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였으며, 김판영, 김문성[18]은 지각된 가치를 가이
드, 상품, 감정적, 가격, 사회적, 물리적, 전문성 가치 등
총 7개로 구성하여 측정하여 모든 지각된 가치가 고객만
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박현희, 전중옥[33]은 소셜커머스에서의 지각된 가치

가 신뢰,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서, 
지각된 가치를 기능적 가치, 정서적 가치, 금전적 가치, 
정보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지각된

가치 모두가 신뢰와 재이용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강우[23]는 관광지의 물리적

환경특성과 서비스 환경특성이 만족과 재방문의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각된 가치의 매개

역할을 살펴보았는데, 지각된 가치를 기능적 가치, 경제
적 가치,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 신기적 가치 5가지
다차원으로 측정하였으며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는 매개

변수로서 관광지 환경특성과 만족, 재방문의도와의 관계
에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2.2.2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이란 어떤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소비한 경험에 대한 구매자의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으며, 느낌이나 감정뿐
만 아니라 신념까지를 포함한다. 평가에 대한 반응은 소
비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기대하는 비교
수준이나 제품속성, 혜택, 소비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해

질 수 있다[16].
고객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기대불일치이론, 귀

인이론, 지각된 성과이론, 공정성이론 분류된다. 기대불
일치이론은 고객이 상품을 사용할 때 갖는 기대와 제품의

성과를 비교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지각하면 만족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족을 한다는 이론이다. 귀인이
론이란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은 기대-불일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불일치 다음에 귀인이라는 과정 다음에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지각된 성과이론은 제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은 대체로 지각된 제품의 성과에 의해 결정되

며, 구매 이전에 가졌던 기대와는 독립된 차원으로 기대
는 만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만족은 지각

된 성과만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정성이론은
개인은 항상 자신의 투입산출비율을 관련자들과 비교하

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고객만족에 적용한 결과 고객은

자신의 투입에 비해 산출의 비율이 비교적 공정하다고 느

낄 때 만족을 얻게 된다는 이론이다[16].
이렇듯 고객만족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에 따라 정의

에 대한 개념적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고객
만족의 측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Hellier et al.[9]는 “고객들의 기대 및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한 서비스 수행 결과로부터 그들이 느끼는 전반적

인 즐거움 혹은 부족함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하고 있으
며, 박형민[34]은 “기대-성과 불일치 이론을 바탕으로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 서비스의 구매 전후에 느
끼는 기능과 성과 간의 지각된 불일치에 대한 고객의 평

가과정”이라고 정의하여 자신들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2.2.3 고객신뢰(Customer Trust)

사전적 의미에서 신뢰란 다른 실체가 자신이 기대하

는 바와 똑같은 행동을 하리라고 가정할 수 있는 믿음, 



The Influence of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on User Satisfaction and Trust 43

사물의 정직함, 거짓이나 위선이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의미한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폭

넓게 연구되고 있지만 신뢰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아직

까지 도출되지 않아 개별 연구에서 신뢰의 개념정의를

통해 신뢰의 유용성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
라서 신뢰를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느냐, 구조적 현
상에 좀 더 중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신뢰의 개념이 달리

정의되게 된다.
자치단체 웹사이트의 신뢰는 웹사이트 이용자가 웹사

이트를 믿고 자신을 기꺼이 위험 상황을 감수하려는 태

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치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평
가 또는 감정적 성향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불신은 웹
사이트가 국민 개인의 기대에 따라 기능하지 않고, 산출
물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전자정부서비스는 정보서비스로서 개인정보를

비롯한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으로 개인

정보처리, 시스템 보안, 정보의 정확성 등의 신뢰성이 더
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가 점차 증
가하였을 때 자치단체는 이용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

운 권한을 생성할 수 있고, 보다 더 큰 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신뢰가 낮아지게 되면 웹사이
트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고, 이
는 자치단체의 기능 약화로 나타나 다시 불신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Urban et al.[40]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의 신뢰 구축

을 위한 핵심 3요소는 (1) 사이트에 대한 신뢰, (2) 사이
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 (3) 해당사이트의 서비스

에 대한 신뢰이며 사이트에 대한 신뢰가 다른 신뢰의 선

결요건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온라인 환경에서

는 제공되는 정보가 진실하지 않고,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거래형성을 이루

기 어렵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 신뢰관련 연구들은

초기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의 개념을 넘어서 신뢰 형성과

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이 있는지, 신뢰의 결
과변수들을 규명하는 등 다차원적 개념구조로 다루어지

고 있다. 

3. 연구모형과 가설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단체 웹사이트 특성과 지각된

가치, 고객만족, 고객신뢰와의 영향관계를 파악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제 2.1절 “자치단체 웹사이트 특성”에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대다수의 연구에서 정보시스템
평가모형을 이용하거나 참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평가모형에서 이용해 온

시스템품질 특성, 정보품질 특성, 서비스품질 특성에 비
영리기관의 웹사이트 평가관련 연구에서 많이 고려되는

민원서비스 특성을 추가하여 기술적 특성(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정보 특성(Information Characteristics), 고객
지향 특성(Customer-Oriented Characteristics), 업무처리특성
(Work-Performing Characteristics)의 4가지를 자치단체 웹
사이트의 특성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제 2.2절 “웹사이트 운영성과 관련 선행연구”에서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위의 4가지 특성은 지각된
가치를 매개변수로 고객만족과 고객신뢰에 영향을 미치

고, 동시에 고객 신뢰는 고객만족을 매개변수로 추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고객(customer)의 개념
을 웹사이트의 개념에 맞도록 사용자(user)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H1 : 웹사이트의 특성(기술적 특성, 정보 특성, 고객지향적
특성, 업무처리 특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 : 웹사이트의 지각된 가치는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웹사이트의 지각된 가치는 사용자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 지각된 가치가 사용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
용자 만족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추가적으로, 서론에서 자치단체 웹사이트들이 사용자

들이 목적에 따라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

를 개인, 사업자, 관광객으로 분류하고 해당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는 자치단체

스스로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목

적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을 개인목적과 업무목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가설을

추가하였다.   

H5 : 웹사이트 사용목적에 따라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주는 웹사이트 특성요인은 다를 것이다.

이상의 연구모형을 <Figure 1>으로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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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변수들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

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해 이용하였다. 

3.2.1 웹사이트의 특성에 관한 변수정의

(1) 기술적(Technological) 특성 

자치단체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서비스의 사용 
편의성을 의미하며 다음의 5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① 정보검색 절차가 간단하다. 
② 화면에 게시된 내용들이 읽기 쉽다. 
③ 관련 정보에 관한 링크가 잘 되어 있다.
④ 화면 이동시간이나 반응시간이 적당하다. 
⑤ 화면의 시각적 이미지 처리가 잘 되어 있다. 

(2) 정보(Information) 특성 

자치단체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가 얻은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다음의 4가지 문항으
로 측정하였다.  
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제공되는 정보는 최신정보이다.
③ 제공되는 정보는 이해가능하다. 
④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고객지향(Customer-Oriented) 특성

자치단체 웹사이트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및 응대에

대한 적극성을 의미하며 다음의 4가지 문항으로 측정하
였다. 
① SNS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참여공간을 제공한다.
③ 이용목적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불만(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응답해준다.

(4) 업무처리(Work-Performing) 특성

민원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절차 편리성 및 사용

자 지원성을 의미하며 다음의 3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① 민원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② 민원 처리 절차가 잘 되어 있다.
③ 민원 처리 과정을 잘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3.2.2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

제 2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각된 가치는 다차원성
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도 자치단체 웹사이트가 갖고 있는 복잡한 속성과

고객가치와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에는 다차원 척

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지각된 가치

를 웹사이트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같은 감정적

가치, 시간절약과 같은 실용적 가치, 제공받은 서비스의
유용성과 같은 서비스 가치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측
정하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나는 해당 자치단체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즐거움을

느낀다.
② 나는 해당 자치단체 웹사이트 이용을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③ 나는 해당 자치단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받은 서비

스는 유용하다고 느낀다.

3.2.3 사용자 만족(User Satisfaction)

자치단체 웹사이트의 사용자가 웹사이트 사용경험에

근거하여 내리는 전반적인 만족도를 의미하며 다음의 4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① 나는 해당 자치단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

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② 나는 해당 자치단체 웹사이트를 사용의 편리성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③ 나는 해당 자치단체 웹사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원

하는 목적이 달성되었다.
④ 자치단체 웹사이트를 사용한 후 얻을 수 었던 성과

는 사용전의 기대치보다 크다.

3.2.4 고객신뢰(User Trust)

방문자들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업무처리

그리고 시스템 자체에 대하여 신뢰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다음의 3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① 해당 자치단체 웹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신뢰할만하다.
② 해당 자치단체 웹사이트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고 믿는다.
③ 해당 자치단체 웹사이트는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

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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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All Personal goal Business goal

frequency ratio frequency ratio frequency ratio

Sex Male 203 61.1% 86 47.3% 117 78.0%
Female 129 38.9% 96 52.7% 33 22.0%

Age

10’s 4 1.2% 4 2.2% 0 0.0%
20’s 96 28.9% 78 42.9% 18 12.0%
30’s 177 53.3% 85 46.7% 92 61.3%
40’s 52 15.7% 15 8.2% 37 24.7%
50’s 3 0.9% 0 0.0% 3 2.0%

Purpose of
visit

Personal goal 182 54.8% 182 100.0% 0 0.0%
Business goal 150 45.2% 0 0.0% 150 100.0%

visiting
interval

almost every day 6 1.8% 0 0.0% 6 4.0%
1~2/week 41 12.3% 0 0.0% 41 27.3%
1~2/month 116 34.9% 42 23.1% 74 49.3%

once in 2~3months 136 41.0% 108 59.3% 28 18.7%
less 33 9.9% 32 17.6% 1 0.7%

Time of
stay

less than 10 minutes 44 13.3% 27 14.8% 17 11.3%
10~30 minutes 193 58.1% 109 59.9% 84 56.0%
30~60 minutes 88 26.5% 44 24.2% 44 29.3%

more than 60 minutes 5 1.5% 2 1.1% 3 2.0%
others 2 0.6% 0 0.0% 2 1.3%
Total 332 100% 182 100.0% 150 100.0%

4.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표본 특성

1차의 예비조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항목들을 제거한

후, 2017년 9월에 설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
사는 자치단체 웹사이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와 대면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특별히, 이용목적 중 업
무목적의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 웹사이

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계약정보에 나타난 업체들을 설문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설문지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⑤ 매우 그렇다’

까지의 리커트(Likert Scale)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회수 된 340부 중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모호한 8부
를 제거한 332부의 유효응답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이용
하였다. 332부 표본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4.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4.2.1 독립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자치단체 웹사이트 특성요인인 기술적 특성, 정보 특성, 
고객지향적 특성, 업무처리특성들에 대해 요인분석과 신
뢰도(Cronbach’s α)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
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요인 회전은 직교
회전법의하나인베리멕스(Vari-max)를이용하였다. 요인추

출 기준에서는 고유값(eigen value) 1을 기준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결과를 근거로 기술적 특성의 

⑤번 문항을 제외하였는데, 이 항목을 제거한 후의 Cron-
bach’s α 및 요인적재량 모두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Web-Sites 

Characteristics(in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Component

1 2 3 4 Cronbach’s α

Tech 2 .860

.847
Tech 1 .844
Tech 4 .787
Tech 3 .785
Cust 2 .822

.812
Cust 3 .821
Cust 4 .760
Cust 1 .675
Work 3 .888

.870Work 2 .844
Work 1 .804
Info 1 .766

.735
Info 2 .728
Info 4 .710
Info 3 .686

EigenValue 4.58 2.44 1.65 1.42
cumulative(%) 30.5 47.1 58.1 67.6

Kaiser-Meyer-Olkin = .800
Bartlett = 2158.408(d.f = 105, Sig.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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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for Perceived value with Respect to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F Sig. Adjusted-R2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B)

Std.
Error

Standardized 
Coefficients(β)

t Sig.

55.38 .000 .397

Constant .942 .247 3.821 .000
Tech .263 .044 .270 6.056 .000
Info .034 .050 .032 .682 .496
Cust .354 .042 .404 8.420 .000
Work .142 .042 .166 3.359 .001

 <Table 4>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Component

1 2 3 Cronbach’s α

Trust 2 .848
.784Trust 3 .832

Trust 1 .790
Value 1 .788

.722Value 3 .779
Value 2 .771
Satis 2 .867

.684Satis 1 .797
Satis 3 .629

Eigen Value 3.09 1.59 1.27
cumulative(%) 34.4 52.2 66.3

Kaiser-Meyer-Olkin = .727
Bartlett = 842.723 (d.f = 36, Sig. = .000)

 

자치단체 웹사이트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위

의 <Table 3>과 같다.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
과, KMO(Kaiser-Meyer-Olkin)는 0.800으로 나타나 보편적
기분 0.6 이상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Bartlett의 구형성검
정치는 2158.408(자유도 105)이고, 유의확률(p-value)이 0.000
이므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측정항목들에 대하여 전체 4개 요인을 설명해주는 누

적분산율은 67.662로 나타났다. 4개 요인의 신뢰도 분석
결과 4개 요인 모두 Cronbach’s α값이 .60 이상이기 때문
에 각각을 하나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4.2.2 종속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사용요인인 지각된 가치, 고객
만족, 고객신뢰 항목들에 대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앞서 설명한 분석과 동

일한 기법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KMO는 0.727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

형성검정치는 842.723(자유도 36)이고, 유의확률이 0.000
이므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측정항목들에
대하여 전체 3개 요인을 설명해주는 누적 분산율은 66.398

로 나타났다. 3개 요인의 신뢰도 분석결과 3개 요인 모두
Cronbach’s α값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각각을 하나의 척
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를 근거로 고객만족 4문항

을 제외하였는데, 이 항목을 제거한 후의 Cronbach’s α 

및 요인적재량 모두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요인분

석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4.3 가설검정 및 결과 해석

4.3.1 자치단체 웹사이트 특성요인과 지각된 가치의 관계에 

대한 가설검정(가설 1)

자치단체 웹사이트 특성요인(기술적 특성, 정보 특성, 
고객지향적 특성, 업무처리 특성)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
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지각된 가치를 종속변수로 자

치단체 웹사이트 특성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지각된 가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특성 변수

를 설명하는 모델의 적합도에 대한 검정통계량 F = 55.3 
(p-value = 0.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선형모델
의 적합도를 설명하는 수정된 R2(adjusted-R2)는 0.397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특성요인인 기술적 특성, 고객

지향적특성, 업무처리특성의유의확률이각각 0.000, 0.001,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즉,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특성은 t = 0.496(p-value = 0.496)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즉,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값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정도를

파악하는 표준계수(β)값은 고객지향적 특성이 β = 0.404, 
기술적 특성이 β = 0.270, 업무처리특성이 β = 0.16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특성요인 중

고객지향적 특성, 업무지향적 특성, 기술적 특성이 지각
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인 영향력은 고
객지향적 특성 > 기술적 특성 > 업무처리적 특성 순으로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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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for User Satisfaction with Respect to Perceived Value

F Sig. Adjusted-R2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B)

Std.
Error

Standardized 
Coefficients(β)

t Sig.

36.01 .000 .10
Constant 3.037 .201 15.141 .000

Value .291 .049 .314 6.001 .000

<Table 7>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for User Trust with Respect to Perceived Value

F Sig. Adjusted-R2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B)

Std.
Error

Standardized 
Coefficients(β)

t Sig.

43.19 .000 .116
Constant 2.490 .214 11.617 .000

value .341 .052 .340 6.572 .000

<Table 8> The Mediation Analysis for User Satisfaction

F Sig.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B)

Std.
Error

Standardized 
Coefficients(β)

t Sig.

Model 1
(Value → Trust)

43.19 .000
Constant 2.490 .214 11.617 .000

Value .341 .052 .340 6.572 .000
Model 2

(Value → Trust)
(Satisfaction → Trust)

23.81 .000
Constant 2.132 .278 7.678 .000

Value .307 .054 .306 5.638 .000
Satisfaction .118 .059 .109 2.010 .045

4.3.2 지각된 가치와 사용자 만족, 사용자 신뢰에 대한 

가설검정(가설 2, 가설 3)

<Table 6>은 지각된 가치가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자 만족을 종속변수로 지각된 가

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고객 만족에 대한 지각된 가치를 설명하는

모델의 적합도는 F = 36.01(p < .01)로 적합하다고 판단
되었으며, 고객 만족에 대한 지각된 가치의 영향은 t = 
6.001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가치는 고객 만족
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Table 7>은 지각된 가치가 사용자 신뢰에 미치는 영
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자 신뢰를 종속변수로 지각

된 가치를 독립변수로 하여 실시한 단순회귀분석의 결

과이다. 
분석결과 고객 만족에 대한 지각된 가치를 설명하는

모델의 적합도는 F = 43.19(p < .01)로 적합하다고 판단
되었으며, 고객 신뢰에 대한 지각된 가치의 영향은 t = 
6.572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가치는 고객 신뢰
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4.3.3 지각된 가치와 사용자 신뢰의 관계에서 사용자 

만족의 매개역할 가설검정(가설 4)

매개변수의 역할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으

로 미치는 영향을 먼저 파악하기 위한 분석과 독립변수

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분석

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매개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1]. 즉, 본 연구의 경우 독립변수(지각된 가치)가 종속변
수(사용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회
귀분석(model 1)과 독립변수(지각된 가치)와 매개변수(사
용자 만족)이 종속변수(사용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odel 2)을 순차적으로 수행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독립변수를 지각된 가치로 종속변수를 사용자 신뢰로

하여 지각된 가치가 사용자 신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의 적합도

는 F = 43.19(p < .01)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지각된 가
치의 영향 역시 t = 6.572로 유의수준 1%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각된 가치를 독립변수, 
사용자 만족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사용자 신뢰

로 한 매개 회귀분석 역시 F = 23.81(p < .01)로 적합하
다고 판단되며, 지각된 가치의 영향은 t = 5.638(p < .01), 
사용자 만족은 t = 2.010(p < .05)로 유의수준 5%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aron and Kenny[1]은 매개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변수를 투입했을 때 유의

하지 않으면 완전매개, 유의하되 표준계수(β)가 줄어들면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견지
에서 <Table 8>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가치가 사용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분석되었고, model 2의 표
준계수가 0.306으로 model 1의 표준계수 0.340보다 줄어
들었으므로 가설 4는 고객만족이 부분적 매개효과가 나타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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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for Perceived Value with Respect to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of Personal Goal Users  

F Sig. Adjusted-R2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B)

Std.
Error

Standardized 
Coefficients(β)

t Sig.

30.73 .000 .397

Constant 1.166 .351 3.318 .001
Tech .363 .063 .372 5.734 .000
Info -.094 .062 -.092 -1.52 .130
Cust .321 .062 .331 5.166 .000
Work .110 .054 .127 2.035 .043

<Table 10>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for Perceived Value with Respect to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of Business Goal Users  

F Sig. Adjusted-R2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B)

Std.
Error

Standardized 
Coefficients(β)

t Sig.

19.43 .000 .331

Constant 1.379 .345 3.998 .000
Tech .215 .063 .256 3.439 .001
Info .310 .083 .300 3.744 .000
Cust .067 .071 .075 .953 .342
Work .129 .062 .159 2.061 .041

4.3.4 사용목적에 따른 지각된 가치의 차이검정(가설5)

웹사이트 사용목적에 따라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웹사이트 특성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개인목적과 업무목적을 분류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개인목적 이용자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으며, 지각된 가치에 대한 자치단체 웹사이트의 특성

들이 설명하는 모델의 적합도는 F = 30.73으로 유의수준
1% 이하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R2는 종속

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0.397로 나타났다. 기술적 특성, 고
객지향 특성, 업무처리 특성의 유의확률 값이 각각 0.000. 
0.00, 0.043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고, 정보 특성은 t = 0.130(p-value = 0.13)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준계수(β)값을 비교해 보면, 기술적 특성이 β = 0.372, 

고객지향 특성이 β = 0.331, 업무처리 특성이 β = 0.127로 
나타나, 자치단체 웹사이트의 특성요인 중 기술적 특성, 
고객지향 특성, 업무처리 특성이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인 영향력은 기술적 특성 > 고객지향 
특성 > 업무처리 특성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목적 이용자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으며, 지각된 가치에 대한 자치단체 웹사이트의 특성들
이 설명하는 모델의 적합도는 F = 19.43으로 유의수준 1% 
이하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R2는 종속변수

에 대한설명력이 0.331로 나타났다. 기술적특성, 정보특성, 
업무처리 특성의 유의확률 값이 각각 0.001, 0.041, 0.000

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고, 고객지향 특성은 t = 0.953(p-value = 0.342)으로 유의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수(β)값을 비교해 보면, 정보 특성이 β = 0.300, 

기술적 특성이 β = 0.256, 업무처리 특성이 β = 0.159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특성요인 중

정보내용 특성, 업무지향 특성, 기술적 특성이 지각된 가
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인 영향력은 정보특
성 > 기술적 특성 > 업무처리 특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개인목적 사용자의 경우

기술적 특성, 고객지향 특성, 업무처리 특성이 유의한 영
향을 미친 반면, 업무목적 사용자의 경우 정보특성, 기술
적 특성, 업무처리 특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 그 영향력의 크기에

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자치단체 웹사이트에 대하여 사용자가 만

족하고 신뢰를 갖도록 하는 특성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특성요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만족과 신뢰

를 제공하는가를 밝히기 위한 실증연구를 소개하였다. 
그 결과 기술적 특성, 고객지향 특성, 업무처리 특성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자치단체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정보검색

의 편의성이나 화면의 가독성 및 반응시간, 디자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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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요소에 의해 웹사이트 사용과정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느끼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자치단체 웹사이트가 
SNS나 참여공간, 맞춤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
들에게 자신과 자치단체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인식

을 심어줌으로써 웹사이트 이용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게

되며, 민원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제공 및 처리과정에 대
한 명확성 역시 긍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정보 특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

는데, 이는 정보 특성이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자지단

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인

식이 높지 않아서 일 것이라 판단된다. 자치단체 웹사이
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여, 민원, 행정, 뉴스 소식, 분
야별 정보, 날씨, 미세먼지 정보 등 다양하고 많은 양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다
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제공은 오히려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기존 연구도 존

재하고[11], 실제 설문을 받기 위해 직접조사 하는 과정
에서도 자치단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들에

대해 인지가 높고 활용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웹
사이트를 이용해 보았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즉 자치단체가 제공
하는 정보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리 높지 않아 만족의

선행조건이 되는 기대가 크게 생기지 않는 것이 이유일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하나의 근거

가 자치단체의 웹사이트를 업무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Table 10> 참조)에서는 정보
특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가장
크다는 점이다. 즉, 자치단체의 웹사이트를 업무목적으

로 방문하는 사용자는 당연히 자치단체 웹사이트가 제공

하는 정보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

나는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위의 상황처럼 자치단체의 웹사이트의 이용목적 에

따라 웹사이트에 대하여 인식하는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개인목적 이용자는 기술적 특
성 > 고객지향 특성 > 업무처리의 순서로 영향을 받았으
며, 업무목적 이용자는 정보 특성 > 기술적 특성 > 업무
처리 특성 순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웹사이트 관리자는 웹사이트를 누가 주로 이용하며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등의

분석을 통해 이용목적별 제공되는 요인들을 분류하여 빠

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지각된 가치가 사용자 만족과 사용자 신

뢰에 미치는 영향평가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가치가 사용자 신뢰에 영향을 미
침에 있어 사용자 만족이 부분매개효과를 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을 선정

할 때에는 자치단체 웹사이트 이용 경험이 있는 모든 이

용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대 광역시로 제한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의도치 않거나 미처 인식하

지 못하는 편의(bias)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히며,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수집영역을 확대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

교할 여지도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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