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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9-0181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09

d1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6-30세 2 434       22.4 22.4

31-35세 3 469       24.2 24.2

36-40세 4 435       22.5 22.5

41-45세 5 290       15.0 15.0

46-50세 6 155       8.0 8.0

51-55세 7 88         4.5 4.5

56-60세 8 31         1.6 1.6

61세 이상 9 34         1.8 1.8

1,936    100.0 100.0

d2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1,295    66.9 66.9

여자 2 641       33.1 33.1

1,936    100.0 100.0

d4 응답자 최종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고졸 이하 1 496       25.6 25.6

전문대졸 2 362       18.7 18.7

대졸 3 961       49.6 49.6

대학원이상졸 4 117       6.0 6.0

1,936    100.0 100.0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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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09

d5 월평균 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0만원 미만 1 186       9.6 9.6

100-200만원 미만 2 587       30.3 30.3

200-300만원 미만 3 581       30.0 30.0

300-400만원 미만 4 309       16.0 16.0

400-500만원 미만 5 169       8.7 8.7

500만원 이상 6 104       5.4 5.4

1,936    100.0 100.0

q1 지난 1년간 정부/지자체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검색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거의 이용하지 않음 1 355       18.3 18.3

1-2회 2 450       23.2 23.2

3-4회 3 328       16.9 16.9

5-6회 4 236       12.2 12.2

7-8회 5 89         4.6 4.6

9-10회 6 145       7.5 7.5

11-12회 7 50         2.6 2.6

13회 이상 8 283       14.6 14.6

1,936    100.0 100.0

5. 귀하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1. 귀하는 정부나 지방방치단체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나 데이터 검색
등을 지난 1년간 대략 몇 회나 활용하셨나요(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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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09

q2 지난 1년간 정부/지자체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이용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거의 이용하지 않음 1 414       21.4 21.4

1-2회 2 605       31.3 31.3

3-4회 3 359       18.5 18.5

5-6회 4 223       11.5 11.5

7-8회 5 78         4.0 4.0

9-10회 6 93         4.8 4.8

11-12회 7 19         1.0 1.0

13회 이상 8 145       7.5 7.5

1,936    100.0 100.0

q3 지난 1년간 정부/지자체 웹사이트 참여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거의 이용하지 않음 1 791       40.9 40.9

1-2회 2 650       33.6 33.6

3-4회 3 197       10.2 10.2

5-6회 4 142       7.3 7.3

7-8회 5 35         1.8 1.8

9-10회 6 43         2.2 2.2

11-12회 7 10         .5 .5

13회 이상 8 68         3.5 3.5

1,936    100.0 100.0

3. 귀하는 정부나 지방방치단체의 웹사이트 게시판에 관심있는 정보나 자료의 요청, 질문이
나 문제에 대한 답변 요구, 다양한 의견 개진, 불평불만 토로 등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지난
1년간 대략 몇 회나 시도하셨나요(1년 기준)?

2. 귀하는 정부나 지방방치단체, 국세청 등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민원 관련서비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열람, 토지계획확인원 열람, 각종 세금 납부,호적등본
발급 및 열람 등)를 지난 1년간 대략 몇 회나 이용하셨나요(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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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6         1.3 1.3

동의하지 않음 2 120       6.2 6.2

보통임 3 656       33.9 33.9

동의함 4 873       45.1 45.1

매우 동의함 5 261       13.5 13.5

1,936    100.0 100.0

q4_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2         1.1 1.1

동의하지 않음 2 112       5.8 5.8

보통임 3 644       33.3 33.3

동의함 4 894       46.2 46.2

매우 동의함 5 264       13.6 13.6

1,936    100.0 100.0

q4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14         .7 .7

동의하지 않음 2 144       7.4 7.4

보통임 3 697       36.0 36.0

동의함 4 841       43.4 43.4

매우 동의함 5 240       12.4 12.4

1,936    100.0 100.0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1: 나는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얻는 것에 자신이 있다

4. 다음은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1) 나는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얻는 것에 자신이 있다

4. 다음은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2) 나는 내 목표한 바대로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자신이 있다

4. 다음은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3) 나는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얻는 것에 자신이 있
다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2: 나는 내 목표한 바대로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자신이
있다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3: 나는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정
보와 서비스를 얻는 것에 자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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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38         2.0 2.0

동의하지 않음 2 229       11.8 11.8

보통임 3 735       38.0 38.0

동의함 4 741       38.3 38.3

매우 동의함 5 193       10.0 10.0

1,936    100.0 100.0

q4_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0         1.0 1.0

동의하지 않음 2 237       12.2 12.2

보통임 3 946       48.9 48.9

동의함 4 643       33.2 33.2

매우 동의함 5 90         4.6 4.6

1,936    100.0 100.0

q4_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38         2.0 2.0

동의하지 않음 2 297       15.3 15.3

보통임 3 917       47.4 47.4

동의함 4 593       30.6 30.6

매우 동의함 5 91         4.7 4.7

1,936    100.0 100.0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6: 나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 정치적 문
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 다음은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6) 나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 정치적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다

4. 다음은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4) 인터넷 사용에 다소간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다

4. 다음은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5)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만들 수 있다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4: 인터넷 사용에 다소간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다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5: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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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7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76         3.9 3.9

동의하지 않음 2 425       22.0 22.0

보통임 3 937       48.4 48.4

동의함 4 411       21.2 21.2

매우 동의함 5 87         4.5 4.5

1,936    100.0 100.0

q4_8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72         3.7 3.7

동의하지 않음 2 246       12.7 12.7

보통임 3 648       33.5 33.5

동의함 4 786       40.6 40.6

매우 동의함 5 184       9.5 9.5

1,936    100.0 100.0

q4_9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9: 우리가 노력하면 정치부패를 일소할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113       5.8 5.8

동의하지 않음 2 352       18.2 18.2

보통임 3 654       33.8 33.8

동의함 4 650       33.6 33.6

매우 동의함 5 167       8.6 8.6

1,936    100.0 100.0

4. 다음은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치나 정부에 대해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4. 다음은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8) 우리 개개인이 애쓰면 정부나 지자체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다

4. 다음은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9) 우리가 노력하면 정치부패를 일소할 수 있다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치나 정부에 대해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8: 우리 개개인이 애쓰면 정부나 지자체가 보다 나은 방
향으로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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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10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84         4.3 4.3

동의하지 않음 2 257       13.3 13.3

보통임 3 656       33.9 33.9

동의함 4 769       39.7 39.7

매우 동의함 5 170       8.8 8.8

1,936    100.0 100.0

q4_1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122       6.3 6.3

동의하지 않음 2 333       17.2 17.2

보통임 3 824       42.6 42.6

동의함 4 566       29.2 29.2

매우 동의함 5 91         4.7 4.7

1,936    100.0 100.0

4. 다음은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10) 일반 시민들도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다음은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11) 시민들도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많이 있다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10: 일반 시민들도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사용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11: 시민들도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적인 방법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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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1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자민원 1 863       44.6 44.6

4대 사회보험 서비스 2 244       12.6 12.6

국세청 홈택스 및 지자체 세금서비스 3 296       15.3 15.3

조달서비스 4 46         2.4 2.4

워크넷 5 142       7.3 7.3

등기서비스 6 94         4.9 4.9

부동산 및 각종 인허가 민원신청 및 조회 7 47         2.4 2.4

정부와 관련기관 및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한
각종 정보와 자료, 민원정보 검색

8 173       8.9 8.9

정부와 관련기관 및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및 자료요청, 의견개진 및 여론조사 참여

9 31         1.6 1.6

1,936    100.0 100.0

q5_2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자민원 1 327       16.9 16.9

4대 사회보험 서비스 2 377       19.5 19.5

국세청 홈택스 및 지자체 세금서비스 3 352       18.2 18.2

조달서비스 4 62         3.2 3.2

워크넷 5 169       8.7 8.7

등기서비스 6 281       14.5 14.5

부동산 및 각종 인허가 민원신청 및 조회 7 95         4.9 4.9

정부와 관련기관 및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한
각종 정보와 자료, 민원정보 검색

8 183       9.5 9.5

정부와 관련기관 및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및 자료요청, 의견개진 및 여론조사 참여

9 90         4.6 4.6

1,936    100.0 100.0

5. 다음 중 귀하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2개만 골라 순위대로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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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1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1: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내 생활에 유용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7         1.4 1.4

동의하지 않음 2 125       6.5 6.5

보통임 3 725       37.4 37.4

동의함 4 923       47.7 47.7

매우 동의함 5 136       7.0 7.0

1,936    100.0 100.0

q6_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17         .9 .9

동의하지 않음 2 137       7.1 7.1

보통임 3 640       33.1 33.1

동의함 4 919       47.5 47.5

매우 동의함 5 223       11.5 11.5

1,936    100.0 100.0

q6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4         1.2 1.2

동의하지 않음 2 161       8.3 8.3

보통임 3 741       38.3 38.3

동의함 4 841       43.4 43.4

매우 동의함 5 169       8.7 8.7

1,936    100.0 100.0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내 생활에 유용하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내 생활에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효율성을 제공한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내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상당히 기여한다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2: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내 생활에 상당한 시간적, 경제
적 효율성을 제공한다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3: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내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상당
히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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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44         2.3 2.3

동의하지 않음 2 276       14.3 14.3

보통임 3 967       49.9 49.9

동의함 4 563       29.1 29.1

매우 동의함 5 86         4.4 4.4

1,936    100.0 100.0

q6_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37         1.9 1.9

동의하지 않음 2 249       12.9 12.9

보통임 3 902       46.6 46.6

동의함 4 657       33.9 33.9

매우 동의함 5 91         4.7 4.7

1,936    100.0 100.0

q6_1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54         2.8 2.8

동의하지 않음 2 225       11.6 11.6

보통임 3 879       45.4 45.4

동의함 4 697       36.0 36.0

매우 동의함 5 81         4.2 4.2

1,936    100.0 100.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1: 나는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시간 및 돈)이
아깝지 않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나는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시간 및 돈)이 아깝지 않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내가 당면한 의사결정문제의 해결에 상당히 기여하는 편
이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나 개인의 정보화에 상당히 기여하는 편이다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4: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내가 당면한 의사결정문제의
해결에 상당히 기여하는 편이다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의견5: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나 개인의 정보화에 상당히 기
여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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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1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37         1.9 1.9

동의하지 않음 2 212       11.0 11.0

보통임 3 892       46.1 46.1

동의함 4 713       36.8 36.8

매우 동의함 5 82         4.2 4.2

1,936    100.0 100.0

q6_1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48         2.5 2.5

동의하지 않음 2 298       15.4 15.4

보통임 3 932       48.1 48.1

동의함 4 573       29.6 29.6

매우 동의함 5 85         4.4 4.4

1,936    100.0 100.0

q6_14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4: 나는 앞으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4         1.2 1.2

동의하지 않음 2 132       6.8 6.8

보통임 3 653       33.7 33.7

동의함 4 898       46.4 46.4

매우 동의함 5 229       11.8 11.8

1,936    100.0 100.0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서비스 처리과정) 그 자체에 만족한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나는 내가 지불한 비용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나는 앞으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2: 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서비스 처리과정) 그 자체
에 만족한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3: 나는 내가 지불한 비용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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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1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8         1.4 1.4

동의하지 않음 2 142       7.3 7.3

보통임 3 715       36.9 36.9

동의함 4 848       43.8 43.8

매우 동의함 5 203       10.5 10.5

1,936    100.0 100.0

q6_1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9         1.5 1.5

동의하지 않음 2 172       8.9 8.9

보통임 3 815       42.1 42.1

동의함 4 755       39.0 39.0

매우 동의함 5 165       8.5 8.5

1,936    100.0 100.0

q6_17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9         1.5 1.5

동의하지 않음 2 201       10.4 10.4

보통임 3 825       42.6 42.6

동의함 4 716       37.0 37.0

매우 동의함 5 165       8.5 8.5

1,936    100.0 100.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적극 추천하고 싶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적극 추천하고 싶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나는 앞으로 이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업그레이드 등)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나는앞으로도새로운전자정부서비스가제공될때적극적활용을고려할것이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5: 나는 앞으로 이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업그레이드 등)하
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6: 나는앞으로도새로운전자정부서비스가제공될때적극적활
용을고려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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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18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2         1.1 1.1

동의하지 않음 2 113       5.8 5.8

보통임 3 649       33.5 33.5

동의함 4 924       47.7 47.7

매우 동의함 5 228       11.8 11.8

1,936    100.0 100.0

q6_19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8         1.4 1.4

동의하지 않음 2 161       8.3 8.3

보통임 3 752       38.8 38.8

동의함 4 824       42.6 42.6

매우 동의함 5 171       8.8 8.8

1,936    100.0 100.0

q6_3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5         1.3 1.3

동의하지 않음 2 165       8.5 8.5

보통임 3 810       41.8 41.8

동의함 4 724       37.4 37.4

매우 동의함 5 212       11.0 11.0

1,936    100.0 100.0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전자정부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이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여주는데 기여한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전자정부 웹사이트에서 나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나는 왠지 모르게 부담감을 느낀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8: 전자정부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이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9: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여주는데 기여한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11: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전자정부 웹사이트에서 나
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나는 왠지 모르게 부담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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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3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19         1.0 1.0

동의하지 않음 2 179       9.2 9.2

보통임 3 744       38.4 38.4

동의함 4 776       40.1 40.1

매우 동의함 5 218       11.3 11.3

1,936    100.0 100.0

q6_3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4         1.2 1.2

동의하지 않음 2 172       8.9 8.9

보통임 3 648       33.5 33.5

동의함 4 731       37.8 37.8

매우 동의함 5 361       18.6 18.6

1,936    100.0 100.0

q6_3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1         1.1 1.1

동의하지 않음 2 175       9.0 9.0

보통임 3 594       30.7 30.7

동의함 4 786       40.6 40.6

매우 동의함 5 360       18.6 18.6

1,936    100.0 100.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13: 관련 전자정부 웹사이트 운영자가 내가 입력한 신상 정
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까봐 우려된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14: 관련 전자정부 웹사이트 운영자가 내가 입력한 신상 정
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까 우려된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관련 전자정부 웹사이트 운영자가 내가 입력한 신상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까 우려
된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전자정부 웹사이트에서 나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이를 수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최소 2번 이상 생각해보곤 한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관련 전자정부 웹사이트 운영자가 내가 입력한 신상 정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까봐 우
려된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12: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전자정부 웹사이트에서 나
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이를 수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최소 2번 이상 생각해보곤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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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3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8         1.4 1.4

동의하지 않음 2 196       10.1 10.1

보통임 3 714       36.9 36.9

동의함 4 727       37.6 37.6

매우 동의함 5 271       14.0 14.0

1,936    100.0 100.0

q6_3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2         1.1 1.1

동의하지 않음 2 183       9.5 9.5

보통임 3 672       34.7 34.7

동의함 4 732       37.8 37.8

매우 동의함 5 327       16.9 16.9

1,936    100.0 100.0

q6_37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147       7.6 7.6

동의하지 않음 2 461       23.8 23.8

보통임 3 866       44.7 44.7

동의함 4 403       20.8 20.8

매우 동의함 5 59         3.0 3.0

1,936    100.0 100.0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관련 전자정부 웹사이트 운영자가 내가 입력한 신상 정보, 요청한 자료의 특성 및 사적
의견 등을 토대로 내게 불이익을 줄까 염려된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나는 가끔 전자정부 웹사이트들이 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을까 하
는 우려나 걱정을 하기도 한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입력한 개인정보가 제 3자에 의해 유출될 염
려는 거의 없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15: 관련 전자정부 웹사이트 운영자가 내가 입력한 신상 정
보, 요청한 자료의 특성 및 사적 의견 등을 토대로 내게 불이익을 줄까 염려된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16: 나는 가끔 전자정부 웹사이트들이 내 개인정보를 유출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나 걱정을 하기도 한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17: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입력한 개인정
보가 제 3자에 의해 유출될 염려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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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38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141       7.3 7.3

동의하지 않음 2 457       23.6 23.6

보통임 3 883       45.6 45.6

동의함 4 405       20.9 20.9

매우 동의함 5 50         2.6 2.6

1,936    100.0 100.0

q6_39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59         3.0 3.0

동의하지 않음 2 268       13.8 13.8

보통임 3 1,039    53.7 53.7

동의함 4 491       25.4 25.4

매우 동의함 5 79         4.1 4.1

1,936    100.0 100.0

q6_40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90         4.6 4.6

동의하지 않음 2 323       16.7 16.7

보통임 3 1,059    54.7 54.7

동의함 4 419       21.6 21.6

매우 동의함 5 45         2.3 2.3

1,936    100.0 100.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19: 전자정부 웹사이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것 같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20: 이 서비스의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믿을 만
하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이 서비스의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믿을 만하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입력한 신용카드나 거래은행 관련정보가 제 3
자에 의해 유출될 염려는 없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전자정부 웹사이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투입하
는 것 같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18: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입력한 신용카
드나 거래은행 관련정보가 제 3 자에 의해 유출될 염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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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4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35         1.8 1.8

동의하지 않음 2 183       9.5 9.5

보통임 3 1,109    57.3 57.3

동의함 4 573       29.6 29.6

매우 동의함 5 36         1.9 1.9

1,936    100.0 100.0

q6_4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51         2.6 2.6

동의하지 않음 2 244       12.6 12.6

보통임 3 974       50.3 50.3

동의함 4 598       30.9 30.9

매우 동의함 5 69         3.6 3.6

1,936    100.0 100.0

q6_4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23: 이 서비스는 혁신적인 행정처리과정의 결과물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40         2.1 2.1

동의하지 않음 2 229       11.8 11.8

보통임 3 885       45.7 45.7

동의함 4 695       35.9 35.9

매우 동의함 5 87         4.5 4.5

1,936    100.0 100.0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이 서비스의 제공기관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능력이 뛰어나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이 서비스의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라 할 수 있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이 서비스는 혁신적인 행정처리과정의 결과물이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21: 이 서비스의 제공기관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능력이 뛰어나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22: 이 서비스의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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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4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3         1.2 1.2

동의하지 않음 2 171       8.8 8.8

보통임 3 849       43.9 43.9

동의함 4 806       41.6 41.6

매우 동의함 5 87         4.5 4.5

1,936    100.0 100.0

q6_4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7         1.4 1.4

동의하지 않음 2 167       8.6 8.6

보통임 3 946       48.9 48.9

동의함 4 714       36.9 36.9

매우 동의함 5 82         4.2 4.2

1,936    100.0 100.0

q6_46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26: 이서비스는믿을만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30         1.5 1.5

동의하지 않음 2 138       7.1 7.1

보통임 3 903       46.6 46.6

동의함 4 778       40.2 40.2

매우 동의함 5 87         4.5 4.5

1,936    100.0 100.0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이 서비스는 믿을 만하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나 데이터는 정확한 편이다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나 데이터는 시의적절한 편이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24: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나 데이터는 정확한 편
이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25: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나 데이터는 시의적절
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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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47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30         1.5 1.5

동의하지 않음 2 234       12.1 12.1

보통임 3 951       49.1 49.1

동의함 4 644       33.3 33.3

매우 동의함 5 77         4.0 4.0

1,936    100.0 100.0

6.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잘 만들어져 있어 사용하기 편하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27: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잘 만들어져 있어 사
용하기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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