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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공공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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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Open Data Policies on Public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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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the policy of open data disclosure has become one of the globally used tools for public innovation. 
For this reason,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policy has eventually created the achievement of public 
innovation in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evaluates qualities of the fourteen thousand open data in Korea that 
is disclosed to the public and compares it with indexes such as the usage of data, transparency index, and 
Government 3.0 Excellency Index, which are regarded as the outcome of the disclosure. Based on the result, this 
study aims to suggest future orientation for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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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행정자치부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정부3.0 정책의 

핵심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했다. 이 법에서 정부3.0의 

핵심요소인 공공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이 법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

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

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

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같이 법이 추구하는 공공데이터 가치를 설

명하고 있다(KDB, 2014). 공공데이터 개방은 실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중점 데이터를 정하고 개방하고 있다. 일명. “데이터 빅뱅 프

로젝트”로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6대 분야 중에 건축, 지자체 

인허가, 국가재정, 실시간수도, 농수축산가격, 교통사고, 부동

산, 상권, 등산로, 국민건강, 수산정보 등의 11개 분야를 정하

여 우선개방 하는 것으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

고, 2016년에는 22개 분야를 개방하여 총 33개 분야를 개방 완

료 시켜서 낮은 산업 활용도와 양질의 데이터 확보 이슈를 해

결한다는 것이다. 공공데이터는 활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

에, 새로운 가치 창출이 용이하다. 농업, 어업 등의 1차 산업부

터 CT/IT/BT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까지 광대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며, 많은 분야의 데이터를 무료로 배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익을 창출

하여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

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 

내부의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과 공공 혁신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

에 따라서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를 개방하고 그 성과로 OECD의 
공공데이터 개방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1위 국가로 평가되

는 등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으며, ODB(Open Data Barometer)
의 국가별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연도별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는 2014년 17위에서 2015년 8위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이는 정

부예산 지출, 국가지도, 국가통계 등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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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고가치 형태로 개방한 것이 순위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에 따른 유․무형의 

기대효과를 모두 측정하기 어렵지만, 2015년 개방한 11대 분

야 데이터가 연간 약 1.3조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예

상하고 있는 등,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경제 활성화

와 공공 혁신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개방에 있어서 양적인 면과 함께 질적인 면

도 고민 되어야 하는데, 품질이 낮고 표준화되지 않고 파편화

된 형태로 개방되어 활용하기 어려운 데이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이슈

는 기존 연구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MOSPA(2014)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관 

차원에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

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Kim(2015)에서는 공공

데이터의 품질 특성 중 정확성, 공정성, 이해가능성은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며, 신뢰

성, 표현의 일관성, 보안성, 접근성은 지각된 이용 용이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는 분석을 진행하여,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만족은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는 정책에 대한 신뢰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방법론과 시

스템을 통하여 질적인 면을 향상시키려는 연구 또한 존재하는

데,  Shin et al.(2003)에서는 국가보건의료 정보화를 통해서 의

료관련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려 하였고, Kim et al.(2015)에서

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자가진단 

방법론 적용에 대한 연구도 진행 하였다. 
물론, 정부에서도 양적인 측면 뿐 만이 아니라 품질에 관한 제

도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를 시행하는

데, 이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용량 공공데이터를 대

상으로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기관별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수준을 평가 및 향상

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의 

시정조치를 점검하고, 개선 컨설팅 등의 기술 지원을 한다. 품
질관리 수준평가제와 함께 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개방

표준 확대, 오픈포맷 비중확대, 오픈 API 서비스 품질 점검, 개
방데이터 품질 만족도 조사, 국민 수요조사 등을 수행하여 지속

적인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강화하여 개방 즉시 활용 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3.0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공

공 혁신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아직 미

비한 점도 존재하지만 상당한 성과도 도출하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공공 혁신의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분석하려고 한다. 공공 영역에서도 투

명성과 시민참여 확대, 전자정부를 활용한 효율화와 이용자 중

심의 참여형 정책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하게 되었다. 즉 정책 

개발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투명성․공개성․민주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이며(Kim, 2013) 최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이른

바 ‘정부3.0’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3.0’ 정책의 화두가 되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핵심적인 요인들

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개방 정책들의 결과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신뢰도, 참여도를 조사하여 이들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관한 혁신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개방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이미 개방된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의 전체 데이

터 약 1만 4천 건을 대상으로 그 품질과 양, 그리고 활용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수치화하여 독립변수들로 설정하고, 실
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목적이었던 공공데이터 사용량, 각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비롯한 투명성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결과

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변수간의 요인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기에 부족하거나 더 집중해야할 개방 정책

을 도출 및 제안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 현황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정책이 세계적

으로 확산되고 있고, 현재 세계 40여 개 국가가 공공데이터 포

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UN, EU, OECD 차원에서도 공

공데이터 개방하고 관련된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공공데이터

를 통한 정부 투명성과 경제 활성화는 공공 혁신을 위한 전략

으로 평가되어서, 우리나라의 정부3.0 정책은 물론 각국에서

도 이미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영국은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이어 ‘공공데이터 재활용과 

규제안’(2005)을 시행하였고, ‘CIE(Common Information Environ-
ment) 정책’을 구체화 했다. ‘오픈데이터 재활용과 규제안’ 
(2005)은 공공기금이 들어간 모든 과학연구물에 대하여 일반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했다. 이는 유럽연합이 2011년 12월 경제

성장 및 사회현안 해결, 과학기술 선도,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

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EU기구와 27개 회원국 공공기관의 모

든 공공데이터의 온라인 개방을 의무화한 ‘오픈데이터 전략

(Open Data Strategy)’을 발표한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영국은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라 2005년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먼저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을 제정하였고, 공공데이터 통합 민간

개방 창구인 ‘Data.gov.uk’를 개설해 2010년부터 본격적인 개방

을 시작했다(Kim, 2013). 특히, 영국의 내각 사무국은 2012년 6
월 ‘오픈데이터 백서(Open Data White Paper)’를 발표하고 공공

데이터에 관한 공공부문의 추진실적 및 정부 방침을 소개하였

는데, 여기에는 데이터 엑세스 강화 및 공공데이터 지침, 향후 

공개할 데이터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내각 사무국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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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데이터 백서 발표와 같은 시기에 기업혁신기술부(BIS) 등 주

요 부처들은 부처별 특성에 맞는 ‘오픈데이터 전략’을 발표하

였다(Han, 2014). 이와 같이, 영국은 내각 사무국을 비롯한 범 부

처에서 공공데이터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
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연합(LGA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이 설립한 LODC(Local Open Data Community)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기계판독이 가능

한 형태로 민간에 개방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

였는데, 이는 오바마 정부가 강조해온 ‘열린 정부’의 핵심인 ‘공
공데이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개되는 데이터는 기계판

독이 가능해야 하며 비독점적이고 사용상에 어떤 제약도 없는 

오픈 포맷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은 

Data.gov를 통하여 이미 약 18만 건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면

서 전 세계적으로 개방 규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오픈 거

버먼트 이니셔티브라는 총괄 전략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또한 미

국은 2016년 Datausa.io라는 사이트를 공개하였는데, 데이터

USA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MIT 미디어랩, 딜로이트, 데이터

휠 같은 민간 기업과 학계가 함께 참여하였다. 데이터 USA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중요하고 의미 

있는 주제들을 시각화하고 선별하여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를 

맥락화하여 이야기처럼 이해할 수 있게 모든 데이터의 표현에

서 시각화를 핵심적인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원본데이터의 
접근은 추가적인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방

향적인 다른 공공데이터 사이트와는 다르게 양방향의 데이터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공공데이터를 profile, sto-
ries, maps, data 로 나누어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전략의 방향성을 살펴 볼 수 있는 면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공공데이터의 개방원칙 담고 있는 열린정부 

이니셔티브를 시작으로 일원화된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로 da-
ta.gov를 설치한 이후에 2012년에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 

지원 및 관련 신생 벤처 육성사업 전개를 위한 오픈데이터 이니

셔티브를 발표하였다. 그 후, 2014년 5월 오픈데이터 액션 플랜

을 발표하고 주 정부 50개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다(You, 2015). 그 이후 데이터 USA와 같은 공공데이

터 활용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한 사이트를 오픈하였는데, 공공

데이터의 양적, 질적인 개방을 뛰어넘어서 공급자가 아닌 수요

자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맥킨지

는 공공데이터로 인한 기대효과가 세계적으로 매년 3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발표하였는데, 미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

책은 정부의 투명성을 통한 핵심 데이터를 제공하여 경제활성

화를 만드는 공공 혁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여 진다. 
미국과 영국 이외에도, 다수의 각국 정부들은 공공데이터 

제공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각국의 공공데이터 현황을 공유

하는 THE OD500 Global Network(opendata500.com)에서도 그 

활동을 볼 수 있고, 각 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공개하고 
준비도(Readiness), 이행도(Implementation), 영향력(Impacts)을 

분석하고 이들 세 범주별 점수를 토대로 국가 순위를 산출하

여 게시하는 ODB에서도 그 활동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통한 공공 혁신을 주

요 이슈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론

데이터 개방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양과 질을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사용한 데이터 품질 

평가 연구인 Wang(1996)에 따르면, 정확성만 보는 좁은 관점

으로는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영향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지표를 본질적

(Intrinsic), 상황적(Contextual), 표현적(Representation), 접근성

(Accessibility)의 네 가지 종류로 정의하였다. 바람직한 데이터 

품질 수준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을 하나의 

제품으로 취급하면서, 고객의 정보수요 이해, 정보생명주기 기

반의 정보관리 그리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의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Figure 1>은 네 가지 종류의 품질 지

표 카테고리에 속하는 세부 특성들을 개념적인 구조도로 표현

하였다. 예를 들어, 데이터 품질의 상황적(Contextual)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의 부가가치, 적합성, 시의성, 
완전성, 적절한 양 등의 세부 요소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식이다.  

Figure 1. A Conceptual Framework of Data Quality(Wang, 1996)

이외에도 데이터 품질 영향 요인 연구는 예전부터 지속되었

는데, English(1999)는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대

상을 명확히 정의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Firth(1996)는 성공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해 품질 관리 영

역을 식별하고 품질정책과 목표의 구성, 그리고 관리자 및 실무

진의 지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Segev(1996)는 데이터 품

질의 중요성에 대한 조직차원의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Xu et al.(2003)은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해 의사결정권자 및 중

간관리자의 관심과 지원, 교육 및 훈련, 품질 관리자의 지정, 데
이터 품질 정책 및 표준, 데이터 품질 장려문화, 변화관리 등 25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Jung, 2013). 또한 Kim(2015)에
서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품질특성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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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Framework for Comparing Open Data Policies at Different Government Levels(Zuiderwijk and Janssen, 2014)

두고 공공데이터 품질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이에 따른 특성 

요인들이 이용 만족과 정책 신뢰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무엇인

지를 파악했다. Wang(1996)의 네 가지 품질 지표 중, 상황적 품

질을 제외하고 공공데이터 자체의 고유한 내재적 품질, 이러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품질, 공공데이터 표현에 대

한 품질 등을 살펴봄으로써 공공데이터에 관한 초기 연구에 부

합한 품질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데이터 품질 요인을 기

술수용모델 관점에서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공공데이터 품질 요인에 따른 이

용자들의 수용정도를 확인하여 궁극적으로 데이터의 품질과 

정책 신뢰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2.3 공공데이터를 통한 공공 혁신

공공데이터를 통한 공공 혁신에 관한 연구들은, 데이터 품

질에 관한 것 이외에도 공공데이터를 정치적 측면, 사회적 측

면, 경제적 측면, 기관적 측면, 법적인 측면, 기술적 측면, 운영

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진행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Zuiderwijk et al., 2014). 국내 연구로는 Kim(2013)은 공공정보

의 개방의 의미와 활용, 영국의 공공데이터 공개, 그리고 영국 

지방정부의 공공정보 개방 활용에 따른 대응방안을 연구하였

고, Song(2015)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이슈를 정리하

고 그 결과에 한하여 OECD에서 평가한 방법론과 ODB의 방법

론으로 평가한 결과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가 있어서 이를 극

복해야 해야 한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Yi(2014)에서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국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통한 종합적 개방절차

와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을 연구하였고, Lee(2012)에서는 미래 

예측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나리오 플래닝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 발전의 바람직한 미래

상을 도출하고, 그 결과 한국의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에 부

합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공개강화 전략을 도출하

였다.
Zuiderwijk and Janssen(2014)에서는 공공데이터 정책들을 

비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정책의 환경적/상황

적인 요인, 정책의 실제 내용들, 정책의 효과 지표들과 최종적

으로 발생된 공공 가치들로 구성되어 있는 <Figure 2>의 프레

임워크를 설계하였는데, 프레임워크의 각 단계들은 다음 단계

에 영향을 주고, 마지막 공공의 가치는 다시 정책의 환경적/상
황적인 요인에 영향을 주는 순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공공데이터 정책들 간의 객관적인 비교

를 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데이터를 
통해 정책과 사회 현상을 바라본 Ahn(2016), Moon et al.(2016), 
Shin(2015), Kim(2015) 등의 다수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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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모형

3.1 가설의 설정과 연구 모형 설계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공공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평가하고, 개방 정책이 영향

을 준 공공혁신의 성과 지표,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였는가를 보기 위하여 총 9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H2, H3, H4의 가설은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고 품질에 관

한 요인들이 공공데이터 정책의 성과 및 목표로 대표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가설이다. 
첫 번째 가설 H1은 공공데이터의 표현적 특성이 개방 데이터

의 사용량과 긍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가설

의 근거는 Zuiderwijk and Janssen(2014)의 프레임워크 중,  데이

터의 품질이 데이터의 사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델에 기반

을 두었으며, 데이터의 품질은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영향을 포괄할 수 있는 Wang(1996)의 

네 가지 품질 지표 중 표현적 특성 부분에 관한 모델을 융합하

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품질 지표 중 표현적 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정량적인 평가 방법론을 보강하여, 
웹과 링크드 데이터의 창시자 팀 버너스 리가 제안하고 W3C가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5-star 
open data” 방법론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공데이

터의 다섯 단계를 정량적인 수준으로 평가하여 H1의 가설 검증

을 더 정교화 한 것이다. 
두 번째 가설 H2는 공공데이터의 본질적 특성이 개방 데이

터의 사용량과 긍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설에 근

거는 H1과 동일한 프레임워크와 모델을 차용하였으며, 4가지 

품질 지표 중 본질적 특성을 사용하였다. 본질적 특성은 데이

터의 목적성과 평판도를 정량화하여 사용하였다.
세 번째 가설 H3는 공공데이터의 상황적 특성이 개방 데이

터의 사용량과 긍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역시 가설

에 근거는 H1과 동일한 프레임워크와 모델을 차용하였으며, 
네 가지 품질 지표 중 상황적 특성을 사용하였다.
네 번째 가설 H4는 공공데이터의 접근성이 개방 데이터의 

사용량과 긍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역시 가설에 근

거는 H1과 동일한 프레임워크와 모델을 차용하였으며, 네 가

지 품질 지표 중 데이터의 접근성을 사용하였다.
H1, H2, H3, H4 가설 검증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대국민 통

합 창구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 중

인 1만 4천여 건의 데이터를 MIT의 TDQM(Total Data Quality 
Management) 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론을 사용하여 전수 조사 

및 평가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H5~H9의 가설들은 

공공데이터 정책의 목표였던 데이터 사용량과 실제 이 사용량

을 달성한 파급 효과로 공공 가치를 창출하였는지 그 영향을 

파악하는 부분이다. 
다섯 번째 가설 H5는 개방 데이터의 사용량과 정부3.0 우수지

표 평가는 긍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3.0 우수지표

는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 정부3.0 추

진실적 평가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이 가설을 설정하게 된 기본

적인 프레임워크는 Zuiderwijk and Janssen(2014)의 결과 단계와 

영향 단계를 참고하였는데, 두 단계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과 

환경, 상황 등을 종합하여 도출 되는 마지막 단계 부분으로 성과 

지표와 공공 가치로 정의하고 있기에, 본 연구의 개방성과에서 

공공 가치를 창출하는 파트를 설계하는데 기본이 되었다.
여섯 번째 가설 H6은 개방 데이터의 사용량과 개방기관의 

재무 건전성은 부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무 건전

성은 최근 3년간의 부채 증감률로 하였고, H5와 동일한 프레

임워크를 사용하여서 데이터 개방 정책의 성과지표인 사용량

이 공공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 하려 하였다.
일곱 번째 가설 H7은 개방 데이터의 사용량과 개방기관의 

투명성이 긍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투명성 지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지수의 2016년에 

발표한 기관 평가 결과를 사용하였고, H5와 동일한 프레임워

크를 사용하였다.
여덟 번째 가설 H8은 개방기관의 재무 건전성은 개방기관

의 투명성과 부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홉 번째 가설 H9는 개방기관의 정부3.0 우수지표 평가는 개

방기관의 투명성과 긍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H8과 H9
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가져온 개방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정부3.0 우수지표라는 공공 가치들이 결과적으로 공공 기관의 

사회적 가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 투명성과는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를 보기 위한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데이

터가 미치는 공공 가치의 영향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구분 가능하다. Jetzek et al.(2014)은 사회적 가치를 바라보는 매

커니즘 중 하나로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투명성과 시민 참

여도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가

치가 창출 된다고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집중해서 바라보았고, 그에 따라서 투명성과 시민 참여

도와 관련된 “공공데이터 사용량”과 “정부3.0 우수지표”, “재무

건전성”, “투명성”, 이 네 가지 변수를 사용하고, 이들 간의 상관

성을 보기위해 H8과 H9 두 가지 가설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이
렇게 설정된 총 9개의 가설을 통해, <Figure 3>의 연구모형과 같

이 정책의 노력, 정책의 효과성, 그리고 공공 가치 창출, 모두 정

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Figure 3.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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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데이터 및 변수 정의

설계된 연구 모형에 사용된 데이터는 <Table 1>의 총 8가지 

종류로 모두 객관적이고 정량화 된 수치를 사용하였고, 원본 

데이터는 웹에 공개하였다 (https://goo.gl/Wqc3DU). 각 변수들

의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다.

Table 1. The Definition of Variables

Name details
Representational Data Quality
Intrinsic Data Views
Contextual Data Quantity
Accessibility Data Tool Support
Usage amount Open data usage amount
Evaluation standards Public institutes’ evaluation standards
Financial soundness Public institutes’ financial soundness(Debt)
Transparency Public institutes’ transparency

(1) 개방 데이터의 표현적 특성 

데이터의 표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5-star open data” 
방법론을 사용하였는데, 본 방법론은 웹과 링크드 데이터의 

창시자 팀 버너스 리가 제안한, 별점을 이용한 공공데이터의 

다섯 단계를 평가하는 방법론으로 W3C가 공공데이터의 품질

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론을 사용하여 

약 1만 4천여 건의 수집된 데이터를 전수 조사하고 평가하여 

정량화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약 

800개의기관들에 대한 품질 평가를 도출하였다. 별점을 측정

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 5 Star Open Data Model

Star evaluation standards The way of obtaining the 
results on this literature

1
Stars

Make your stuff available on 
the Web(whatever format) 
under an open license.

Gave 1 star : if the data set 
has been uploaded on Open 
data portal(data.go.kr) 
regardless of its format.

2
Stars

Make it available as struc-
tured data(e.g., Excel instead 
of image scan of a table)

Gave 2 stars : if the data set’s
format is xls, hwp, xlsx or 
xlxs.

3
Stars

Make it available in a non- 
proprietary open format (e.g., 
CSV as well as of Excel)3

Gave 3 stars : if the data set’s
format is csv, txt. xml or json

4
Stars

Use URIs to denote things, 
so that people can point at 
your data

Gave 4 stars : if the data set 
has been applied URL format.

5
Stars

Link your data to other data 
to provide context

Gave 5 stars : if the data set 
has been filtered by LOD 
format while it is categorized 
by TTL or RDF format. 

(2) 개방 데이터의 본질적 특성 

데이터의 본질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Wang(1996)은 신

뢰도, 정확도, 목적성, 평판도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결과론적

으로 목적성과 평판도는 실제 데이터를 조회하는 조회 수와 

비례할 것이라 판단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조회 수로 측정하

였다. 

(3) 개방 데이터의 상황적 특성 

데이터의 상황적 특성을 정량화하기 위해서, Wang(1996)은 

‘적절한 데이터의 양’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

이 개방한 데이터의 총 합계로 측정하였다.

(4) 개방 데이터의 접근성 

데이터의 접근성을 정량화하기 위해서, 각 기관이 개방된 데

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여부를 측정하였는

데, OPEN API를 제공하는지와 자체 개방 포털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지를 통해서 기관들의 상대적인 비율을 0~6점 사이로 

재계산하였다. 상세한 계산방식은 각 기관의 OPEN API건수가 

최소 0건, 최대 47건을 보유하고 있어서, 0건은 0점, 1~3건은 1
점, 4~6건은 2점, 7~9건은 3점, 10~15건은 4점, 16~47건은 5점
으로 산정하고, 추가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는 테이블 도구 

또는 자체 데이터 개방 사이트를 제공하면 1점을 가산하는 방

식으로 계산하였다. 여기서 1~5점의 각 등급은 전체 약 120개 

기관의 OPEN API건수를 균등하게 분포시키도록 설정하였다.  

(5) 개방 데이터의 사용량 

각 기관들은 (1)~(4)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민

들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기를 원하기에, 개방 

데이터의 사용은 실제 데이터 다운로드 수로 측정하였다. 

(6) 정부3.0 우수지표 

정부3.0 우수지표의 평가결과는 행정자치부가 116개 공공

기관(공기업 I형 10개, 공기업 II형 20개, 기금관리형 13개, 위
탁집행형 18개, 강소형 55개)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한 해 동

안 수행한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로 A, B, C, D로 점

수화 되어 나오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

는 객관적인 점수이다. 실제 외부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공

공기관 정부3.0 평가단｣ ‘일하는 방식 혁신’, ‘기관간 협업’,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실적’, ‘맞춤형 서비스 추진실적’ 등
을 다각도로 평가한 결과를 통해 산정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평가결과가 없는 기관을 1점으로 두고, A, B, C, D를 2~5점 

사이로 재계산하여 사용하였다.

(7) 개방 기관의 재무 건전성 

공공 기관의 재무 건전성은 기관별 규모가 상이하기에, 최
근 3년간의 부채의 증감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 alio.go.kr)의 데이터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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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f Variables
(N = 113)

Variables Mean±SD Min Max Skewness Kurtosis
Representational Attributes 1.563±.243 1.00 2.00 -.383 -.287
Intrinsic Attributes 7.478±1.063 4.29 9.56 -.435 -.158
Contextual Attributes 3.553±1.366 .69 7.81 .030 -.254
Accessibility 1.496±1.707 .00 6.00 1.044 .055
Usage amount 6.102±1.346 2.08 8.80 -.378 -.292
Evaluation standards 2.876±1.489 1.00 5.00 .117 -1.410
Financial soundness -.082±.535 -1.00 1.70 .801 .939
Transparency 8.299±.287 7.44 8.83 -.622 .299

였다. (1)~(5)까지의 데이터는 809개 기관의 데이터였지만, 재
무 건전성 데이터를 공개한 기관들이 한정 되어 있어서, 전체 

데이터를 공개된 기관 121개로 한정하여 조정하였다.
(8) 개방 기관의 투명성 

투명성 지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지

수의 2016년 발표한 수치를 참고하였는데, 설문조사결과(외부

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합산)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 청렴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① 설문조사 대상자(총 245,098명)
② 외부청렴도 : 166,873명 : 해당 공공기관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③ 내부청렴도 : 56,988명 : 해당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직원

④ 정책고객평가 : 21,237명  

4. 연구 결과 

4.1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PSS 18.0과 AMOS 18.0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기

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SPSS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후 모형 

적합도 및 경로계수 확인을 통한 가설 검증을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효성 검정을 위

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였다. 
모형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값과 기초적합지수(GFI : 
goodness of fit index)와 수정적합지수(AGFI : adjusted GFI), 증
분적합지수로 표준적합지수(NFI : normed fit index)와 비교적합

지수(CFI : comparative fit index),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을 구하였다. 

4.2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기술통계분석에 앞서 표현적 노력과 상황적 노력, 

사용량의 경우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 상 측정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포를 안정화시키고 정규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로그변환을 취하였다. 
각 변수들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표현적 노력은 1~2사이에 

분포하고, 평균 1.563, 표준편차 0.243으로 나타났으며, 본질적 

노력은 4.29~9.56사이에 분포하고, 평균 7.478, 표준편차 1.063
으로 나타났다. 상황적 노력은 0.69~7.81사이에 분포하고, 평
균 3.553, 표준편차 1.366으로 나타났으며, 접근성은 0~6사이

에 분포하고, 평균 1.496, 표준편차 1.707로 나타났다. 사용량

은 2.08~8.80사이에 분포하고, 평균 6.102, 표준편차 1.346으로 

나타났으며, 우수지표는 1~5사이에 분포하고, 평균 2.876, 표
준편차 1.489로 나타났다. 재무건전성은 -1.00~1.70사이에 분

포하고, 평균 -.0082, 표준편차 0.535로 나타났으며, 투명성은 

7.44~8.83사이에 분포하고, 평균 8.299, 표준편차 0.287로 나타

났다. 각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모두 절대값 2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4.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주요변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상관분석에서 어느 한 변수의 값이 증가할 때 다른 변수

의 값도 증가하면 양(+)의 상관관계이며, 다른 변수의 값이 감

소하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또한, 두 변수간의 상관관

계 정도는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띄며,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0에 가까울수록 두 변

수간의 상관관계가 낮다고 해석한다. <Table 4>는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데이터 개방정책의 표현

적 노력과 데이터 사용량과의 상관계수 r = .412로 서로 양(+)
의 상관관계를 띄며, 상관관계의 유의성 검정결과 p = .000으
로 유의수준 α = .001과 비교해 p(유의확률)값이 작으므로 유

의한 상관관계이며, 이는 데이터 개방의 표현적 노력이 증가

하는 것과, 데이터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상관성이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데이터 개방정책의 본질적 노력과 데이터 사용량과의 상관

계수 r = .914로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띄며, 상관관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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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N = 113)

variable Representational Intrinsic Contextual Accessibility Usage 
amount

Evaluation 
standards

Financial
soundness Transparency

Representational
r

1
p

Intrinsic
r .318

1
　 　 　 　 　 　

p .001

Contextual
r .394 .690

1
　 　 　 　 　

p .000 .000

Accessibility
r .306 .350 .230

1
　 　 　 　

p .001 .000 .014

Usage amount
r .412 .914 .781 .302

1
　 　 　

p .000 .000 .000 .001

Evaluation standards
r .285 .451 .411 .432 .472

1
　 　

p .002 .000 .000 .000 .000

Financial soundness
r -.005 -.021 .049 .060 .020 .038

1
　

p .959 .826 .608 .524 .837 .690

Transparency
r .090 -.100 -.092 -.012 -.117 -.067 -.118

1
p .341 .293 .333 .903 .218 .478 .215

r = Coefficient, p = Significance probability.

의성 검정결과 p = .000으로 유의수준 α = .001과 비교해 p(유
의확률)값이 작으므로 유의한 상관관계이며, 이는 데이터 개

방정책의 본질적 노력이 증가함과 데이터의 사용량의 증가함

이 상관성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데이터 개방정책의 상

황적 노력과 데이터 사용량과의 상관계수 r = .781로 서로 양

(+)의 상관관계를 띄며, 상관관계의 유의성 검정결과 p = .000
으로 유의수준 α = .001과 비교해 p(유의확률)값이 작으므로 

유의한 상관관계이며, 이는 데이터 개방정책의 상황적 노력이 

증가함과 데이터의 사용량의 증가함이 상관성을 갖는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데이터 개방정책의 접근성과 데이터 사용량과

의 상관계수 r = .302로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띄며, 상관관

계의 유의성 검정결과 p = .001로 유의수준 α = .01과 비교해 p
(유의확률)값이 작으므로 유의한 상관관계이며, 이는 데이터 

개방정책의 접근성이 증가함과 데이터의 사용량의 증가함도 

상관성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데이터 사용량과 우수지

표의 상관계수 r = .472로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띄며, 상관

관계의 유의성 검정결과 p = .000로 유의수준 α = .001과 비교

해 p(유의확률)값이 작으므로 유의한 상관관계이며, 이는 데

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과 우수지표 점수의 증가하는 것도 

상관성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데이터 사용량과 재무건전성의 상관계수 r = .020로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띄지만 상관관계의 유의성 검정결과 

p = .837로 유의수준 α = .05와 비교해 p(유의확률)값이 크므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아니다. 또한, 데이터 사용량과 투명성의 

상관계수 r = -.117로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띄지만 상관관

계의 유의성 검정결과 p = .218로 유의수준 α = .05와 비교해 p
(유의확률)값이 크므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아니다. 우수지표

와 투명성의 상관계수 r = -.067로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띄

지만 상관관계의 유의성 검정결과 p = .478로 유의수준 α = .05
와 비교해 p(유의확률)값이 크므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아니다.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의 상관계수 r = -.118로 서로 음(-)의 상

관관계를 띄지만 상관관계의 유의성 검정결과 p = .215로 유의

수준 α = .05와 비교해 p(유의확률)값이 크므로 유의한 상관관

계가 아니다. 

4.4 초기 모형의 적합도 

경로분석은 이론적 고찰과 관련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인과모델이 타당한가를 밝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4>와 같이 각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설

정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4>의 경로분석 결과

로부터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먼저, χ2 = 20.238(p = .089), 
χ2/df = 1.557로 p값이 유의수준 α = .05와 비교해 크게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FI(적합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0.9 이상이면 수용할만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본 연구

에서 GFI = .959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GFI(조정적합지

수)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0.9 이상이면 수용할만한 것으로 판

단하고 본 연구에서 AGFI = .886으로 기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FI(표준적합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0.9 이상이면 수용할만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본 연구

에서 NFI = .950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FI(비교적합지

수)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0.9 이상이면 수용할만한 것으로 판

단하며, 본 연구에서 CFI = .981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RMSEA(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는 0.05~0.08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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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0.05 이하이면 매우 

잘 적합시키고, 0.01 이하인 경우 가장 놓은 적합도로 본다. 본 

연구에서 RMSEA = .071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 Initial Model

4.5 최종 모형의 적합도

초기모형의 적합도 향상을 위해 AMOS에서 모델수정을 위

해 이용되는 진단지표인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활용

하였다. 그 결과, χ2 = 7.076(p = .853), χ2/df = .590로 나타났다. 
또한, GFI = .985, AGFI = .954, NFI = .983, CFI = 1.000, RMSEA 
= .000으로 초기모형에 비해 모두 적합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5>는 초기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수정지수를 활용해 

적합도를 향상시킨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이고, 
<Figure 5>는 최종적으로 경로계수를 적용한 연구 모형이다.

Table 5. Comparing Fitted Values

χ2(df) p GFI AGFI NFI CFI RMSEA
Initial 
model

20.238(13) .089 .959 .886 .950 .981 .071

Final
Model

7.076(12) .853 .985 .954 .983 1.000 .000

Figure 5. Path Coefficient of Final Model

4.6 가설 검정 및 연구 결과 요약 

<Table 6>은 최종모형에서 각 변수 간 경로계수와 가설검정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먼저, 표현적 노력에서 데이터 사용량

으로 가는 경로의 p = .009로 유의수준 α = .01과 비교해 p값이 

작으므로 유의한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로계수 = .094로 

양(+)의 값을 띄어 “공공데이터의 표현적 품질특성은 공공데이

터 사용량에 긍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본질적 노력에서 데이터 사용량으로 가는 경로의 p = .000으

로 유의수준 α = .001과 비교해 p값이 작으므로 유의한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로계수 = .722이며, 양(+)의 값을 띄어 “공
공데이터의 본질적 품질특성은 공공데이터 사용량에 긍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상황적 노력에서 데이터 사용량으로 가는 경로의 p = .000으

로 유의수준 α = .001과 비교해 p값이 작으므로 유의한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로계수 = .254이며, 양(+)의 값을 띄어 “공
공데이터의 상황적 품질특성은 공공데이터 사용량에 긍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접근성에서 데이터 사용량으로 가는 경로의 p = .275로 유의

수준 α = .05와 비교해 p값이 크므로 유의한 경로가 아니며, 
“공공데이터의 접근성과 관련된 품질특성은 공공데이터 사용

량에 긍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데이터 사용량에서 우수지표로 가는 경로의 p = .000으로 유

의수준 α = .001과 비교해 p값이 작으므로 유의한 경로인 것으

로 나타났고, 경로계수 = .480이며, 양(+)의 값을 띄어 “공공데

이터 사용량은 정부3.0 우수지표에 긍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가설 5는 채택되었다.
데이터 사용량에서 재무건전성으로 가는 경로의 p = .836으

로 유의수준 α = .05와 비교해 p값이 크므로 유의한 경로가 아

니며, “공공데이터 사용량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긍정

적 상관성이 있다.”는 가설 6은 기각되었다.  
데이터 사용량에서 투명성으로 가는 경로의 p = .301로 유의

수준 α = .05와 비교해 p값이 크므로 유의한 경로가 아니며, 
“공공데이터 사용량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긍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가설 7은 기각되었다. 
재무건전성에서 투명성으로 가는 경로의 p = .217로 유의수

준 α = .05와 비교해 p값이 크므로 유의한 경로가 아니며, “공
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부정적 상관성

이 있다.”는 가설 8은 기각되었다. 
우수지표에서 투명성으로 가는 경로의 p = .914로 유의수준 

α = .05와 비교해 p값이 크므로 유의한 경로가 아니며, “정부

3.0 우수지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긍정적 상관성이 있다.”
는 가설 9는 기각되었다. 
종합하여 <Table 6>의 최종적인 가설 검증 결과를 보면, 공

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측면을 측정하는 가설 중에서도 그 본

연의 데이터의 양과 질을 나타내는 가설 1(표현적 특성), 가설 

2(본질적 특성), 가설 3(상황적 특성)은 모두 채택 되었다. 하지

만, 데이터 자체가 아닌 접근성에 관한 변수인, 가설 4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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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sult of Hypothesis Verification

Category Process　　 Coefficient S.E. C.R. p Result
Hypothesis 1 Usage amount ← Representational .094 0.198 2.629** .009 Not rejected
Hypothesis 2 Usage amount ← Intrinsic .722 0.058 15.7*** .000 Not rejected
Hypothesis 3 Usage amount ← Contextual .254 0.045 5.536*** .000 Not rejected
Hypothesis 4 Usage amount ← Accessibility -.038 0.028 -1.091 .275 Rejected
Hypothesis 5 Evaluation standards ← Usage amount .480 0.092 5.797*** .000 Not rejected
Hypothesis 6 Financial soundness ← Usage amount .020 0.038 0.207 .836 Rejected
Hypothesis 7 Transparency ← Usage amount -.109 0.023 -1.034 .301 Rejected
Hypothesis 8 Transparency ← Financial soundness -.115 0.050 -1.234 .217 Rejected
Hypothesis 9 Transparency ← Evaluation standards -.011 0.020 -0.109 .914 Rejected

되었다. 또한 공공데이터 사용량으로 대표할 수 있는 공공 혁

신의 성과지표에서 최종적인 공공의 가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3.0 우수지표, 재무건전성, 투명성 지수에 이르는 것

과 관련된 가설 5, 가설 6, 가설 7을 보면, 가설 5만 채택되었다. 
이는, 공공데이터의 사용량으로 대표되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성과지표가 실제 창출한 가치는 정부3.0 우수지표라는 정책의 

목표에는 부합하지만, 정부 투명성과 관련된 재무건전성, 투
명성 지수까지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가

설 8, 가설 9 역시 기각되었는데 결과들을 종합해서 보면, 정량

적인 데이터 개방 수치와 단기적인 정부3.0 정책의 목표에는 

달성했으나 실제 사회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나 노

력은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행정기관

들의 참여를 통하여 진행 중인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

한 효과와 향후 방안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진

행 중에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개방을 전수조

사하고 그 정량적인 평가에 기반하여 개방된 데이터와 그 성

과 지표들 그리고 최종적인 공공 가치 창출을 분석하였다. 공
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공공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평가하고, 개방 정책이 영향

을 준 공공혁신의 성과 지표,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공의 가치

를 창출하였는가를 보기 위하여 총 9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9
개의 가설을 설정한 이론적 근거는, MIT의 TDQM(Total Data 
Quality Management) 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론과 Zuiderwijk 
and Janssen(2014)의 공공데이터 정책 비교 프레임워크를 기반

으로 하였고, 추가로 “5-star open data”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공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집중해서 바라

보았고 공공데이터 개방성과 지표들이 궁극적으로 정부의 투

명성에 제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추

가하여 새로운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고, 실험을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정책을 보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

을 도출하였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측면을 측정하는 가

설 중에서는 가설 1(표현적 특성), 가설 2(본질적 특성), 가설 

3(상황적 특성)은 모두 채택 되고, 가설 4(접근성)는 기각되었

다. 즉,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얻고자 하였고 공공 혁신 성과라

고 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사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공

공데이터 개방을 늘리고 품질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과 관련하여, 개방을 늘리

고 품질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방 도구나 개방 포털을 

만드는 부분에도 상당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에 따르자면 공공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데이

터 품질과 개방자체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 가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3.0 우수지표, 재
무건전성, 투명성 지수에 이르는 것과 관련된 가설 5, 가설 6, 
가설 7, 가설 8, 가설 9를 보면, 가설 5만 채택되었는데, 이는 연

구 초반에 생각했던 실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단기적 목

표였던 개방 데이터의 사용량을 높이고 나아가서 공공 가치로 

대표 할 수 있는 정부3.0 우수지표, 재무 건전성, 투명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정량적인 데이터 개방 수치와 단기적인 정부3.0 정책의 목

표에는 달성했으나 실제 사회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이나 노력은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투명성 지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에 보완하는 것도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예
를 들면, 투명성 지수와 관련한 것은 공공 기관의 청렴도에 관

한 국민 설문조사이기에 국민들에게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과 

그 결과를 홍보하여 개방한 데이터를 더 알리는 것이 그 하나

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개방 정책에 재무 건전성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늘리는 것도 포함한다면, 국민들은 공공

데이터를 통해 기관의 내부 재무 현황을 쉽고 자세하게 파악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기관 내부에서는 재무 건전성에 더욱 

신경 쓰는 선순환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실제 미국 사례를 보

면 공공데이터를 통해 국민들이 공공 기관의 재무 상태를 감

시하고, 이에 따라서 재무건전성과 정부 투명성이 상승하는 

효과를 본 성공 사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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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돌아보면,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표본 집단의 

설문조사로만 평가한 것이 아닌 개방한 전체 데이터를 전수 

조사하여 120여 개 기관 및 1만 4천여 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 연구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

로 유의미한 연구 모형을 설계한 것도 실제 개방 정책을 개선

하기 위한 좋은 근거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단, 공공데이터

를 통한 공공혁신의 성과 지표를 공공데이터의 다운로드 수로

만 제공한 점은 향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성과 지표를 설계

하여 조금 더 많은 변수로 그 요인들을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공공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을 개방 기관의 정부3.0 
우수지표, 재무건전성, 그리고 투명성 지수로만 한정하여 평

가한 것도 추가적인 변수를 찾아서 연구모형을 보완하여 재설

계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정량적인 데이터 이외의 실제 수요

자 국민의 설문조사도 반영하여 정량적, 정성적인 접근과 평

가를 병행하면 더욱 실제적인 개방 정책의 결과와 영향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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