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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최근까지의 공공데이터

관련 연구는 개방 주체인 정부를 중심으로 개방의 양적 수준 및 공공데

이터 관리능력 평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공데이터는 개

방 그 자체보다 최종이용자의 수요와 접목될 때 실질적 가치를 창출한다

고 볼 수 있으므로,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현실적 수요에 관한 탐

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의 현실적 수요에 주목하여,

중앙행정기관 출처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의 사용을 종속변수

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특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2단계의 분석과정으로 구성된다. 첫째, 연구대상에 대한 탐

색적 조사로서 공공앱 771개와 활용사례앱 1,694개의 총 2,465개 모바일

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현황 분석을 시행한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특성이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의 정보 품질·시스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최종적

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전수조사 결과, 2019년 9월 현재 제공 중인 모바일 앱은 공공앱 539개,

활용사례앱 1,640개이다. 그 중 활용된 공공데이터의 생성·관리기관이 단

일 중앙행정기관인 모바일 앱 200개에 대하여, 기관의 특성이 공공데이

터 활용 모바일 앱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Delone과

McLean의 정보시스템 성공모델, 정보시스템 구축 성공 요인에 관한 연

구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였고, 모형을 일부 축소하여 모형

의 정합성을 확보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데이터 생산·관리 기관의 정보·자

료특성과 정보기술특성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공공데이터의 사용 용이성 및 기술적 복

잡성과 관련된 기술적 역량이 높은 중앙행정기관일수록 이러한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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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토대로 형성된 공공데이터의 정보·자료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므

로 두 요인은 서로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둘째, 기관의 정보·자료특성과 조직·관리특성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

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력 확보, 교육, 명확한 목표 설정 등 공공

데이터 관리자의 범위 및 역량을 명확히 하는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진

기관일수록 해당 공공데이터 관리자에 의해 형성되는 공공데이터의 정

보·자료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셋째, 기관의 정보기술특성과 조직·관리특성은 서로 유의한 영향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술적 역량을 갖춘 인재

의 확보와 해당 인력에 대한 조직적 관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으며, 인력에 대한 조직·관리적 투자가 기술적 역량의 확보로 이어지기

까지는 해당 공무원이 학습·현장경험 등을 겪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넷째, 기관의 정보기술특성은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의 시스템 품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

일 앱에 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데이터 등록률, 제공주기 준수율 등 기

술적 처리 수준이 높을수록 모바일 앱 개발자가 해당 공공데이터를 즉각

적으로 모바일 앱 운영에 활용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다섯째, 기관의 정보·자료특성은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목록 관리, 목록

공표, 활용도 제고 등 기관 내부적 차원에서의 자료 활용도 개선 노력이

모바일 앱을 제작하는 수준의 기술적 역량을 이미 갖춘 개발자에게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여섯째, 기관의 조직·관리특성은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관 내부에서의

공공데이터 생성·관리 개선을 위한 인력 확보, 예산, 교육 등 조직·관리

적 노력이 공공데이터를 비롯한 활용 정보 및 해당 모바일 앱의 운영 시

스템에 직접 투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수준까

지 확보되지 못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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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에 활용된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 모두 모바일 앱의 사용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

에 공공앱에 대한 주기적 평가·관리 정책과, 공공데이터 활용의 우수사

례로 공공데이터 활용 앱을 제시하는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은 공공데이

터의 현실적·직접적 수요와 연계되는 타당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일반 국민의 접근이 용이하

고 정부 역시 주목 중인 모바일 앱을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현실적 수

요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성과를 측정 시도한 탐색적 연구로서 의

의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공공 앱뿐 아니라 민간에서

제작한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앱을 포함했고, 공공데이터 파급 주체로 민

간부문을 포섭하여 행정 주체의 범위를 민간 영역에까지 확장했다. 셋째,

단순히 제공되는 대상으로서 모바일 앱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

이면 행위자들의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시사점을 제시한다. 넷

째, 하드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자의 사용 수준을 최종 종속변수로 설정

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활용 중심적 시각에 이바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데이터의 순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기여하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 공공앱,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데이
터 수요, 구조방정식 모형
학  번 : 2017-2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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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공데이터의 활용 성과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단순히 데이터

의 공개 비중이나 다운로드 횟수를 세기보다는, 공개 이후에 실제로 어

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가 제공한

공공데이터 포털에 직접 접속하지도 않고,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직접 가

공하지도 못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공공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절대다수

의 최종 사용자로서 일반 국민의 수요를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

다면 이러한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활용의 성과는 무엇을 근

거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생성·개방하는 기관의 특

성 중 어떤 요인들이 공공데이터 활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까?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대답으로서, 공공데이터 활용 성과

를 파악하는 수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작된 모바일 앱에 대

한 사용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기관 특성요인들을 분석한다. 최근까지의 공공데이터와 관

련된 연구는 주로 개방 주체인 정부를 중심으로 개방의 양적 수준, 개방

된 데이터의 관리능력 평가 등의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본원적 가치를 갖는다고 말하기 어려

우며, 그것이 최종이용자의 수요와 접목되어야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Janssen, Charalabidis&Zuiderwijk, 2012), 이러한 부가가치의 증

대가 공공데이터 활용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고길곤, 2018; 윤상오·현

지우, 2019). 따라서 공공데이터 생산·개방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춘 기존

의 연구에 더하여, 공공데이터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이러한 공공데이터 활용의 산출물에 최종 사용자

들이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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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결과물을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공공데이터 활용의 성과에 접근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다. 공공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방식 중 모바일 앱에 주목하였는데,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정부로 변화하고 있는 최

근 행정환경에서(Gil-Garcia et al., 2016; 2014; World Economic Forum,

2014) 모바일 앱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이 매우 의미 있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퓨 리서치(Pew Research)가 2018년 상반

기를 기준 세계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성

인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자들

이 95%를 차지해 조사 대상 국가들 가운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

았다(KBS 뉴스, 2019.02.11.). 이처럼 압도적인 스마트폰의 보급 및 사용

은 모바일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였고, 정부는 스마트폰을 활

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스마트 정부로의 패

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엄석진 외, 2016; 정희정 외, 2016). 이에

정부가 직접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앱을 제작 및 제공하기

도 하고,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요에 맞는 앱을 민간이 직접

개발하는 것 또한 장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에 대한 사용 수준을

분석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의 성과를 실질적 수요자 측면에서 파악하고

자 한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정부가 아무리 많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

고 제공하더라도, 데이터 자체를 직접 요청·활용하는 사람은 앱 개발자,

연구자 등일 것이다. 이에 1차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의 효과는 데이터를

직접 접하는 개발자·연구자가 얼마나 많이 다운로드를 받고, 어떤 데이

터를 공개 요청하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한 결과

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국민 일반의 수요

에 좀 더 근접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모바일 앱 및

정부가 제작한 공공 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관 특성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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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범위와 대상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활용의 결과물로서 모바일 앱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부 운영방식의 변화로 인한 것이며, 기

존의 유선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E-Government) 개념이 스마트폰, 무

선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정부(Smart Government)’ 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른 결과이다(Gil-Garcia et al., 2016; 2014; World Economic Forum,

2014). 이에 공공데이터 공급자이자 공공 앱 개발자인 정부의 입장에서

모바일 앱은 스마트 전자정부를 이루는 중요한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공공데이터 공급자로서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사

례 및 가공데이터 공유의 장으로서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내 ‘활용

사례’ 카테고리를 운영, 이곳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과 웹사이

트 등을 게시하고 있다1). 2019년 9월 30일 현재 게시된 활용사례 수는

총 2,364개이며, 그중 모바일 앱의 개수는 1,694개로 약 71.66%이다. 한

편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기관·지역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공공데이터 활용의 방

법으로써 모바일 앱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2). 한편, 공공 앱 개발자의

측면에서 정부는 2014년 1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는 등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대해 적극적 추진을 보이며(행정안

전부, 2014), 주기적으로 공공 앱 운영현황을 파악·정비하고 있다.

1)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활용사례’ 카테고리. https://www.data.go.kr/useCa
se/exam/index.do. 접속일 2019.09.30.

2) 정부24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활용’ 검색결과 중 ‘공모’ 카테고리. https://ww
w.gov.kr/search/news/event?srhQuery=%EA%B3%B5%EA%B3%B5%EB%8
D%B0%EC%9D%B4%ED%84%B0+%ED%99%9C%EC%9A%A9&policyType
=&sort=&dateDvs=&sdate=&edate=&sfield=. 접속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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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매체 이용행태와 생활 방식은

모바일 위주로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스마트폰의 보급과 모바일 인터넷

의 활성화에 따른 스마트 기기 기반의 정보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권성아 외, 2015). 모바일 앱은 URL을 일일이 입력하는 번거로움

없이 모바일 앱 마켓에서 한 번 내려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자정부 시스템보다 구축이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다(서교리 외, 2016). 나아가 일반 시민들도 정부

가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을 제작, 배포할 수 있으

므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광범위한 수용자를 확

보할 수 있다(서교리 외, 2016). 이에 모바일 앱은 현실적으로 접근이 용

이하고 사용자 범위가 넓으며, 그 특성으로 인해 수많은 사용자의 직접

적 평가를 받기에 쉬운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모바일 앱에 대한 평가는 모바일 앱에 활용된 공공데이

터의 유용성 외에 모바일 앱의 다른 특성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가능

성이 있다. 김준형(2019)에 따르면 모바일 앱의 이용 동기에는 앱의 유

용성, 가격, 디자인 등의 영향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정보로써 활용되는

공공데이터와 별개로, 유용성, 사용 용이성, 안정성, 신뢰성, 응답성, 보장

성 등 활용 수단인 모바일 앱 자체의 특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해당

요인들의 영향력도 함께 검토한다. 또한, 모바일 앱의 범위 설정 과정에

서 그 범위를 기본적으로 정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것으로 제한하고, 민

간이 제작한 모바일 앱의 경우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로 홍보된 것에 한정

함으로써 대상 설정의 한계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범위 설정으로 인해

앱의 특성이 상당 수준 한정되기 때문에, 모바일 앱의 자체적 특성에 따

른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파악하는 총 모바일 앱의 범위는, 정부24 홈페이지

(gov.kr)에 게재된 2018년 공공 앱 운영조사 결과의 목록에 등재된 모바

일 앱(이하 공공 앱)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활용사례 카테고리

에 등재된 모바일 앱(이하 활용사례 앱)으로 한다. 시기적으로는 모바일

앱의 서비스 제공 시작일이 자료조사 시작일인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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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소 1년 이상이 되는 2018년 8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

에 탐색적 조사 대상은 2019년 9월 30일 현재 공공 앱 771개와, 활용사

례 앱 1,694개의 총 2,465개이다. 이에 탐색적 조사 대상인 2,465개에 대

하여 기초 통계분석을 시행, 모바일 앱 제공 현황을 파악한다.

2,465개의 모바일 앱에 대한 탐색적 조사 이후, 모바일 앱 사용자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 범위를 축소한다. 범위

를 축소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준은 현재 배포 여부이다. 조사 시점에 배포 중인 모바일

앱이어야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므로, 조사 시점

인 2019년 9월 30일에 배포 중인 것으로 확인된 모바일 앱으로 한정한

다. 이에 1차 축소된 연구 범위는 2019년 9월 1일～2019년 9월 30일의

조사 기간 동안 Google Play Store에서 배포 중인 것으로 확인된 모바일

앱이다. 이 경우 공공 앱 771개 중 539개, 활용사례 앱 1694개 중 860개

가 해당하여 총 2,465개 중 1,399개로 분석 범위가 축소된다.

두 번째 기준은 사용자 평가의 존재이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사용자

평가로부터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사용자 평가가 존재하는

모바일 앱에 한정한다. 이에 2차 축소된 연구 범위는 5인 이상의 평가가

발생하여 평균 평점(별점)이 발생한 모바일 앱이다. 이 경우 공공 앱은

539개 그대로 유지되고, 활용사례 앱은 860개 중 679개가 해당하여 분석

범위는 총 1,218개로 축소된다.

세 번째 기준은 모바일 앱 개발자 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자가 단일

중앙기관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2018년에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평

가가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공기관

과 관련한 모바일 앱에 대해서는 영향관계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

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모바일 앱에 활용된 공공데이터의 출처

가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포

괄하지 못하므로 연구의 의미가 적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공공 앱의 개

발자 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복수의 개발자 혹은

제공자 간의 영향력 비중을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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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단일 중앙행정기관을 출처로 하더라도 실질적 관리 주체가

다르게 명시되어 동일한 범주로 묶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의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3). 이러한 기준에 의해 3차 축소된 연구 범위는 공공

앱 539개 중 59개, 활용사례 앱 679개 중 141개로 총 200개이다. 이에

200개로 영향 요인분석의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정리하자면, 탐색적 기본 정보 수집 과정에서는 주어진 목록(공공 앱

771개, 활용사례 앱 1,694개로 총 2,465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거쳐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한다. 현황 파악 이후 최종적으로 설정되는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8년 공공 앱 운영조사 결과인 ‘공공앱 운영현황.xlsx’에 등재

된 공공 앱과, 2019년 9월 30일까지 공공데이터 포털활용사례에 등록된

모든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중에서 서비스 개시일이 2018년 8월 30일 이

전으로 1년 이상의 서비스 지속이 이루어졌고, 평균 평점이 산출될 만큼

일정 수준(5인 이상)의 사용자 평가 및 사용 수준이 확보되었고, 개발자

혹은 공공데이터 제공자가 단일 중앙기관인 모바일 앱 200개이다.

2. 연구의 방법

먼저, 위와 같이 전수조사한 모바일 앱의 사전 정보에 대해,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측정항목을 이론적 분류하고, 신뢰도 분석과 확

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잠재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확정된 구조방정식 경로 모형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의 제작

자 또는 활용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자로서 중앙기관의 기관 특성이 모바

일 앱의 사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3) 가령 ‘문화체육관광부’ 출처의 정보 중, 그 구체적 출처가 문화체육관광부 소
속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
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등 소속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 간 동일한
기관적 특성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에
출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시된 경우만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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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공공데이터와 모바일 앱

1. 공공데이터

1) 공공데이터의 개념

공공데이터(Public Data)라는 단어는 ‘공공’과 ‘데이터’가 결합한 개념

이므로, ‘공공(Public)’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에 대

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이상윤·윤홍주(2012)는 공공데이터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정의하며, 채승병·박성민

(2013)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해온 행정, 경제, 인구, 의료,

기상, 교통, 복지 등의 모든 데이터’라고 정의함으로써 보유 주체를 기준

으로 공공데이터의 정의를 내린다. 송석현 외(2017)는 공공기관이 업무

를 하면서 발생시킨 데이터를 모두 공공데이터로 볼 수 있다고 하며,

OECD(2018)에 의하면 공공데이터란 정부가 생성하거나 권한을 갖는 데

이터 및 정보로서,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재사용·분배되고, 사용자가

활용하여 고유한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이다. 윤상오·현지우

(2019)에 의하면 공공데이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업무처리와 공공서비

스 제공 등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생산하고 보유하는 데이터로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국민의 정보를 망라하고 있으므로 엄청난 잠재가치를 내

포하고 있다. 한편, 이만재(2012)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기관

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하여 공익성

을 추가적인 기준으로 삼아 정의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에서 공공데이터의 정의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광(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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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

호)’로서 보유 주체인 정부의 생산, 취득과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

한 일련의 이론적 논의 및 법적 정의를 고민할 때 공공데이터의 개념은,

광의로는 공익성의 목적까지 포함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데이터의

생성 및 보유, 관리 주체가 공공부문인 데이터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생성은 공공부문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며(송석현 외, 2017; 윤상오·현지

우, 2019), 이에 생산과 동시에 보유 주체가 정부로 결정되는 것이 공공

데이터이다. 즉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 본래의 공적 기능을 위해 생성·

수집·관리된 수많은 정보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면 해당 정보는 폐기되

거나 방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안전행정부, 2014). 그러나 최근 인터

넷과 디지털 기술 등의 발전으로 데이터에 대한 활용가치가 높아지며,

이전에는 폐기·방치되던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

에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논의는 정부 등 공공부문이 기(旣)보유하는 정

보·자료의 개방 및 공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지광석·곽

윤영, 2013). 구체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요구와

세계적 흐름, 정보화 사회의 발전, 경제적 경쟁, 정부 투명성과 개방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등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선진국을 필두로 공공데이

터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본격화되었다(송석현 외, 2017;

윤상오·현지우, 2019).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법제화하였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03.19.).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안전행정부(2014)는 공공데이터 활용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활용 목

적과 가공 방법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활용

목적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구분하는 경우, 비상업적 활용과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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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활용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비상업적 활용이란 공공데이터를 사적

이용 등을 위한 단순 열람이나, 학술·기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비영리적

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반면 상업적 활용은 민간사업자가 공공데

이터를 직·간접적 이윤 창출을 위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

하며, 공공데이터를 재가공하여 다양한 고부가가치정보로 개발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고미현 외, 2017; 안전행정부, 2014).

두 번째로, 가공 방법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구분하는 경우, 그

대로 활용하는 경우와 가공하여 활용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 정보가 내용의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가공하여 활용되는 경우에는 개

방된 공공데이터에 부가가치를 부여, 재구성하여 제공하는 웹 기반 서비

스와, 모바일·IPTV 플랫폼 등에 최적화한 서비스가 해당한다(고미현 외,

2017; 안전행정부, 2014).

2. 모바일 앱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개정(안)(행정안전부 예규 제87호,

개정 2019.9.5., 이하 행정안전부 예규 제87호)에 따르면, 모바일 앱(App)

이란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

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행정안전부 예규 제87호, 제2조8호).

즉,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 환경의 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에 의해 설치

및 삭제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현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김준형, 2019). 이러한 모바일 앱의 기술적 유형은 모바일 앱의

플랫폼 기반에 따라 네이티브 앱, 웹 앱, 하이브리드 앱의 3가지로 분류

된다(김형찬 외, 2011).

네이티브 앱(Native App)은 iOS,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

가 제공하는 개발 환경에서 ObjectiveC 등의 전용 개발 언어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앱이다(정우진 외, 2012). 이에 네이티브 앱은 디바이스 플랫

폼에 최적화되어 구동되므로, 앱의 기본적 수행 성능이 다른 유형의 앱



- 10 -

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갖고, 빠른 반응 속도를 보인다. 그러나 기기 특정

적이고, 운영체제에 종속적으로 운영되며, 설치형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

의 앱에 비해 배포 및 업데이트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김형찬 외, 2011).

웹 앱(Web App)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여,

주로 원격 모바일 웹 서버에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앱이다(정우진 외,

2012). 이에 무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야 외부 웹 서버의 앱 리소

스를 전달받아 구동되는 형식이다. 이에 무선 네트워크의 상태(대역폭,

트래픽 등)에 따라 그 수행 성능이 일정하지 못하거나, 다른 유형의 애

플리케이션에 비해 그 성능이 떨어지기도 한다. 반면 웹 표준기술인

HTML, CSS, Java 등을 기반으로 제작되므로 모바일 웹 브라우저가 존

재하는 모든 종류의 디바이스에서 구동된다는 장점이 있어 운영체제 등

에 구속되지 않으며, 웹 서버의 리소스를 앱 구동 시마다 사용하므로 사

용자 입장에서 별도의 모바일 앱 배포 및 업데이트 과정을 거쳐야 할 필

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김형찬 외, 2011).

세 번째로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은 기술적으로는 네이티브 앱과

같은 설치형이지만, 웹 앱처럼 웹 표준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며 앱 내

에 내장된 브라우저 컴포넌트를 통해 앱을 구동한다(김형찬 외, 2011).

행정안전부 예규 제87호에서는 하이브리드 앱에 대하여 모바일 앱과 웹

이 결합한 형태로 외부형태는 모바일 앱이지만 실제 운영은 HTML, 자

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고 정의

한다(행정안전부 예규 제87호, 제2조9호). 구체적으로는 최신 모바일 디

바이스 대부분에 적용된 웹킷(WebKit)이 제공하는 웹 뷰(Web-View)를

기반으로,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표

준 기술을 이용하면서, 모바일 디바이스 기능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한 최종 결과물로

네이티브 앱을 생성해내는 형태의 모바일 앱이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모

바일 앱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보안상 접근하지 못했던 모바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웹 앱의 기능을 확장하기 때문이다(정

우진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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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앱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1) 개발자에 따른 모바일 앱 분류

모바일 앱 서비스는 정보와 서비스의 융합으로서 스마트폰으로 대표

되는 정보와 제품의 결합을 뒷받침한다(이정호, 2019). 따라서 모바일 앱

을 통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은 공공데이터와 모바일 서비스의 융합을 의

미한다. 이때, 공공데이터의 활용은 공공데이터와 모바일 서비스를 융합

하는 주체, 즉 모바일 앱 개발자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모바일 앱 개발자를 기준으로 정부·공공부문에 의한

‘공공 앱’과, 공공데이터 개방 이후에 민간이 해당 공공데이터를 다운로

드, 분석하여 활용한 활용사례로서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앱’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이처럼 앱 개발자를 기준으로 범주를 나누는 이

유는,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생산·보유 주체이기에 공공데이터

개방이 없이도 공공데이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민간의 경우 공공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개방된 공공데이터에 접근·활용이 가능하다는

근본적 차이 때문이다.

2) 공공 앱

공공 앱은 공공(Public)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합성어로서, 중

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업무 효율화와 모바일 대국민 서비

스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한 모바일 앱이다(박종철, 2018). 김준형(2019)

에 따르면 정부 모바일 앱은 사용에 따라 내부업무처리 중점적 앱

(Enterprise-Focused App)과 시민 지향적 앱(Citizen-Oriented App)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2017)는 ‘공공 앱이란 모바일 앱의 형태로

국민·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지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행

정안전부 보도자료, 2017.08.09.).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87호에서도 행

정기관 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결재, 내부 포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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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등 기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모바일 행정서비

스(제2조 제4호)’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국민, 기업에게 제

공하는 공공서비스로서 ‘모바일 대민서비스(제2조 제5호)’를 구분하여 명

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의에 따르면, 공공 앱이라는 명칭은 시민

지향적 사용을 갖는 모바일 앱으로 그 의미가 한정되어 있다.

공공 앱이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작·제공하는 것이며, 기존에 제공되

던 행정서비스의 제공 수단을 모바일 앱으로 바꾼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최근 정보기술의 변화에 맞추어 스마트 정부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그 방안의 하나로써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다(Gil-Garcia et al., 2014; Hung et al., 2013; OECD, 2011).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으로 우수한 무선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의 광범위하고 빠

른 보급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모바일 공공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

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앱을 적극적으로 제작 및 제공,

관리하고 있다(서교리 외, 2016; 정희정 외, 2016). 이러한 공공 앱은 이

동 중에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위치를 고려하는 등의 개

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가능하다는 모바일 앱의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하

여 정부와 국민 간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한다(김대욱·윤영근, 2016).

공공 앱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87호에서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축·운영하고 있는 소관

모바일 서비스 앱에 대하여 매년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지속해서 관리하

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예규 제87호 제22조). 이에 공개

적으로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공공 앱에 대한 소개를 제공

하고 통합 관리를 하고 있으며(2019년 11월 16일 현재 648개), 2011년

이후 주기적으로 2011년 212개, 2015년 1,768개, 2017년 895개, 2018년

771개의 모바일 앱에 대해 공공 앱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였고, 운영 수준

에 따라 유지, 개선, 폐기 등을 판단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를 진행하였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12.17.).

2017년 실시한 공공 앱 성과평가에서는 2017.8.31 기준으로 구축·운영

중이었던 공공 앱 총 895개 중 510개를 유지, 215개를 개선, 147개를 폐



- 13 -

기하기로 하였다(행정안전부 참고자료, 2018.03.19.). 2018년 실시한 공공

앱 성과평가의 결과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 앱 771개 중 442개를 유지, 190개를 개선, 139개를 폐기하기로

하였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12.17.). 2018년에 활용된 공공 앱 성과

측정 지표는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공공 앱 성과측정 지표 (2018년)

구분
항목

(배점)
설명

정량

지표

(70)

누적

다운

로드

수

(20)

【정의】이용자가 공공 앱을 다운로드한 총 건수

【점수 구간】

구간 1,000 
미만

1,000~ 
5,000

5,000~ 
10,000

10,000~ 
50,000

50,000~ 
100,000

100,000 
이상

점수 0 4 8 12 16 20

【측정산식】각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건수의 합산

이용자

수

(20)

【정의】이용자가 공공 앱을 다운받아 설치되어있는 건수

【점수 구간】

구간 500 
미만

5,00~ 
1,000

1,000 
~5,000

5,000~ 
10,000

10,000~ 
100,000 

100,000 
이상

점수 0 4 8 12 16 20

【측정산식】앱스토어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실제

설치된 건수의 합산

사용자

만족도

(20)

【정의】이용자가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받은 공공 앱에

대한 평가점수

【점수 구간】

만족도 1점 미만 1 ~ 2점 2 ~ 3점 3 ~ 4점 4점 이상
점수 0 4 8 12 16

【측정산식】평가 건수가 가장 많은 앱스토어의 이용자

평가 점수 (단, 평가 건수가 10건 미만이거나,

평가 가능 점수가 없으면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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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안전부 예규 제87호의 개정(2019.9.5.)에 따라 공공 앱 성

과측정 지표가 상당히 보완되었다. 2018년의 공공 앱 평가에 활용된 [표

2-2]의 경우 4가지 항목의 정량지표를 특별한 구분 없이 제시하고 있으

나, 2019년 9월 5일 최종 개정 이후의 해당 예규 별표5 ‘모바일 대민서비

스 측정지표’에서는 배포/보급, 관리, 접근성으로 하위 지표의 성격을 구

분하는 한편, GEAP 등록 여부, 하위 OS버전 지원 여부, 복수 앱스토어

게시 여부 등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지표를 제

시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예규 제87호 별표 5). 해당 지표는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공공 앱 성과측정 지표 (2019년)

업데

이트

최신성

(10)

【정의】앱스토어 등록 이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

하고 있는지 측정

【점수 구간】

만족도 1점 미만 1 ~ 2점 2 ~ 3점 3 ~ 4점 4점 이상
점수 0 4 8 12 16

【측정산식】앱스토어의 최근 업데이트 일자를 확인하여

계산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12.17.).

구분
항목

(배점)
설명

배포

/

보급

누적
다운
로드
수
(25)

【정의】이용자가 공공앱을 다운로드한 총 건수

【측정산식】각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건수의 합산

구간 1,000미만 1,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50,000미만

50,000이상
100,000미만 100,000이상

점수 0 5 10 15 20 25

전년

대비

설치율

(25)

【정의】전년 동기간 대비 다운로드 건수의 비율

【측정산식】(최근 1년 설치 수 ÷ 전년 동기간 설치 수) × 100

= 설치율 (%)

구간 20% 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60%미만

60%이상
80%미만 80%이상

점수 5 10 15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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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업데

이트

최신성

(10)

【정의】앱스토어 등록 이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

고 있는지 측정

【측정산식】업데이트가 가장 오래된 앱스토어의 최근 업데

이트일을 측정

구간 24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점수 0 2 5 8 10

앱

만족도

(10)

【정의】이용자가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받은 공공앱에 대한

평가점수

만족도 1점 미만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3점 미만

3점 이상
4점 미만 4점 이상

점수 2 4 6 8 10

【측정산식】평가건수가 가장 많은 앱스토어의 이용자 평가점

수 (단, 평가건수가 5건 미만일 경우 최저점 부여)

이용자

관리

(10)

【정의】최근 1년간 작성된 앱 이용자 리뷰에 대한 앱 관리자의

답변율

구간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점수 2 4 6 8 10

【측정산식】(스토어별 답변수 합계 ÷스토어별 리뷰수 합계)

× 100 = 답변율 (%)

(단, 단일 앱스토어의 최근 1년 리뷰가 200건

이상일 경우 최근 200건에 대한 답변 수 측정)

GEAP

등록

여부

(5)

【정의】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쳐 지원시스템(범정부 EA포털)

등록 여부

【측정산식】범정부 EA포털(www.geap.go.kr) 등록 관리 여부

(5점)

(단, 별도 지원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 별도

지원시스템 등록 여부로 판단)

접근

성

하위

OS

버전

지원

여부

(6)

【정의】최소 수준의 OS버전 지원 여부

(최소 수준은 매년 평가 전 결정)

구분 Google Play Store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최소수준 Android 4.4 이하 iOS 10.0 이하 Android 4.4 이하

【측정산식】최소 수준 이하의 OS 지원 여부에 따라 각 2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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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앱

앞서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도 제시하였듯, 정부는

가공 방법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구분할 때 가공하여 활용하

는 경우 중 하나로 모바일에 최적화한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다(안전행정

부, 2014). 또한, 공공데이터 포털의 ‘활용사례’ 카테고리에 활용사례를

등재할 때 ‘웹사이트, 모바일 앱, 기타’의 범주를 사용하고 있다(공공데이

터 포털, data.go.kr. 검색일 2019.09.30.).

해당 활용사례 카테고리에는 모바일 앱 개발자의 신청과정을 거쳐 공

공데이터를 활용한 것이 확인된 모바일 앱을 게재함으로써 공공데이터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게재된 모바일 앱에는 각종 중앙기관·지방자치단

체·공공기관 등에서 개최한 모바일 앱 공모전 수상작뿐 아니라 개인 개

발자, 학교의 모바일 앱 개발 동아리 등 다양한 개발자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회사나 기업 단위에서 제작한 상업적 목적의 앱뿐 아니라 중

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제작한 모바일 앱도 일부 게재되어 있

어 앞서 언급한 공공 앱 목록과 중복되는 모바일 앱도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작자가 공공부문으로서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공 앱으로 분

류하고, 그 외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작한 모바일 앱을 활용

사례 앱으로 구분한다.

복수

앱

스토어

게시

여부

(9)

【정의】복수 앱스토어 게시를 통한 다양한 접근 채널 제공

여부 평가

구분 Google Play Store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점수 등재 앱스토어 수당 3점

평가

기준

총점

(100)

구분 6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70점 이상

점수 폐기 개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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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공공데이터 정책 현황과 모바일 앱

1) 공공데이터 정책의 등장

시대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핵심자원의 변화도 유발한다. 데

이터 혁명이라고도 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는 기존 생산요소의 파

급력을 능가하는 핵심 경쟁 원천이며, 기업과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서비

스에서도 그 영향력이 상당하여 공공-민간-시민 간 관계의 근본적 패러

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고미현 외, 2017; 윤상오·현지우, 2019). 이러한

데이터 시대에 폭발적인 양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시민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재사용하게 하면서 막대한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이익을 만들어낸다(ESPI, 2013; 윤상오·현지우, 2019에서 재인용). 행정안

전부(2014)에 따르면,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은 분석 대상으로서의 정

보의 영역을 확장하고, 지식정보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에 새

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시장

과 기업은 공공데이터를 창조적으로 분석·가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기업 활동의 효율성 증진에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고미현

외, 2017).

이러한 이유로 2010년 이후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Open

Government Partnership(2013년 12월)’ 발표, 영국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투명성 원칙(2011년)과 Open Data Institute(2012년 11월)의 설립,

프랑스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지침(2011년)’, 일본의

‘전자행정 오픈 데이터전략(2012년 7월) 등이 그 구체적 사례이다(고미현

외, 2017; 윤상오·현지우, 2019; 행정안전부, 2018). 특히 2013년 6월에 있

었던 G8 정상회담에서, 주요국 정부들은 공공데이터 공개 활성화를 약속

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원칙 ‘오픈 데이터 헌장(Open Data Charter)’

에 합의함으로써 공공데이터 개방을 보다 본격화하였다(윤상오·현지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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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공공데이터 정책 현황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을 시작하였다. 2013년 이전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각종 업무

관련 법규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기관별로 제한된 이용만

이루어짐으로써 막대한 데이터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

나, 2013년 ‘정부 3.0’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공공데이터전략 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

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활용

을 장려하기 시작하였다(고길곤, 2018; 고미현 외, 2017; 윤상오·현지우,

2019; 이동철, 2018). 또한, 국가 오픈 데이터포럼 출범(2013년 7월), 공공

데이터 활용지원센터 개소(2013년 11월) 등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위

한 지원체계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고미현 외, 2017; 이동철,

2018). 2013년 이후에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정(2014년 3월), 전자정

부법 개정(2014년), 국가중점 데이터 9종 개방사업 추진(2015년), 공공데

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모델 개발(2015년), 공공빅데이터 협의회 발족

(2015년), 국가중점 데이터 22종 조기 개방(2016년), 공공데이터 혁신전

략 수립(2017년), 공공빅데이터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2017년), 공공데

이터 혁신전략 수립(2018년), 모두의 오픈 데이터포럼 개최(2018년 12월)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관련하여 꾸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이동철,

2018). 공공데이터 포털 운영은 그 중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대한민국 정

부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공공데이터들의 제공 플랫폼을 일원화하여 민간에 통합 제공·개

방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행정안

전부 보도자료, 2019.03.19.).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 정책과 더불어 공공데이터 정책의 현황

을 파악하고,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제공 현황 등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를 조사하여 평가·관리하고자, 2018년 처음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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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평가’를 실시하였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03.19.). 구체적인 공

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지표 및 배점은 아래의 [표 2-3]과 같다.

[표 2-3]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지표

영역 항목
평가지표

근거 법령
지표명 배점

인프라
15

인력
4

담당 인력 지정실적 2 공공데이터법 제12조
교육 훈련 시행·참여 실적 2 공공데이터법 제25조

예산
2

예산 계획수립 및 확보 2 공공데이터법 제8조

목록
관리
9

보유데이터 목록 관리 5 공공데이터법 제18조

데이터 등록창구 일원화 및
개방데이터 목록 공표

4

공공데이터법 제18조
공공데이터법 제21조
국제지표(ODB 기준
개방도 항목)

개방
30

개방
확대
17

제공목록별 실제 데이터 등록률 4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6조

신규 데이터 개방 실적 및 발굴
노력

9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6조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록률 4 공공데이터법 제21조

개방
관리
13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7
공공데이터법 제24조
국제지표(ODB 기준
개방도 항목)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6

공공데이터관리지침
II.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단계별 기준
(3. 공공데이터 등록
및 관리)

활용
20

활용
제고
12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실적 5
공공데이터법 제10조
공공데이터법 제14조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3
공공데이터법 제10조
공공데이터법 제14조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실적 및 노력

4 공공데이터법 제14조

수요
반영
8

공공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4 공공데이터법 제10조

수요자 의견(오류신고·제공)
적기처리율

4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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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가 시행 첫해인 2018에는 정부 혁신평가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군구 포함) 28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추

후 단계적으로 평가대상을 확대(‘19년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것을 예정하

였다. ‘품질관리 수준 평가’의 경우 2018년에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는 지방자치단체, 2020년에는 공공기관까지 그 평

가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03.19.).

세부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관리 측면인 인프라 영역(평균 76.8

점)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방(평균 61.3점), 활

용(평균 49.5점) 영역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관별

분석에 따르면 중앙부처보다 시·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 결과를 보

이며, 시군구는 전반적으로 평가 결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

달청, 경기도 등 공공데이터 전담인력과 조직이 존재하는 기관들의 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하므로, 공공데이터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

관별 공공데이터 개방 총괄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데이터 인력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3.19.).

3) 한국의 공공데이터 정책 평가와 활용 활성화의 필요성

공공데이터는 데이터의 수집 및 제공자인 정부 기관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용자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의 증대가 공

품질
35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표준화 준수 및
오류 등 평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결과
반영 (18년 대상 : 중앙행정기관)

공공데이터법 제22조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7조

기타
(가
감점)
2%

(가점+1)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례

(감점-0.5)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대상기관 정비 미수행

(감점-0.5)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불이행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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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데이터 정책의 핵심문제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고길곤, 2018; 윤상

오·현지우, 2019).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및 시행

이래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서 매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

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2017년에는 오픈 데이터포럼의 출범 및 공공데

이터 활용 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한국정보

화진흥원, 2018).

하지만, 그런데도 앞서 [표 2-3]에서 언급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의

공공데이터 실태평가 결과 영역별 평균점수가 각각 인프라 76.8점, 개방

61.3점, 활용 49.5점으로 활용 측면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

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3.19.). 또한 월드와이드웹재단(2017)의 평

가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공공데이터 개방은 실행

되고 있으나, 데이터의 일괄 다운로드 및 활용, 라이센스 제도를 통한 자

유로운 재사용 및 재배포, 검색 용이성 및 데이터 연결성 측면에서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World Wide Web Foundation, 2017; 윤상오·현지우, 2019에서 재

인용). 2019년 OECD 공공데이터 지수(OUR data Index : Open–

Useful-Reusable)의 결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2019년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정책 평가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하고 있으나, 3가지 평가항목

중 접근성 항목이 다른 평가항목보다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다. ‘접근성’

지표는 무료개방, 오픈 라이선스 및 오픈 포맷 비중 확대 등 국민이 데

이터를 이용하기 쉽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범부처 차원의 공공데이터 정

책 수립 및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로서의 ‘가용성’, 공공데이터 인지도 향

상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으로서의 ‘정부지원’ 항목에 비해 낮은

순위를 보인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11.18.).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과 높은 수준의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의 본질적 의의라 할 수 있는 활용 측면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활

용 실태의 구체적 일면으로서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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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및 기초분석

본 연구에서 시행한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 전수조사는, 전체 목

록을 확보함으로써 양적으로 어느 정도의 모바일 앱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정부24에 게재되는 정

부 제작의 공공 앱의 경우 1년 단위로 유지, 개선, 폐기가 결정되며 주기

적으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이루어졌지만, 공공데이터 포털에 게재된

활용사례의 경우 2013년부터 등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나 분석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에 전수조사를 통해 2013년 최초 등록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공공 앱 운영조사 결과로 정부24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공앱 운영현황.xlsx’에 등재된 공공 앱 771개를 전수조사하여

기본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2019년 9월 30일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

에 등록된 활용사례 2,364건 중 2019년 9월 30일까지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재된 모든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개시일이 2018년 8월 31일 이전이고,

민간이 제작한 안드로이드 앱 1,640개를 전수 조사하여 현재 민간의 공

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 제작 및 실제 제공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초데

이터 수집항목은 다음 [표 2-4]와 같으며, 해당 목록의 1차 자료 확보를

위한 접근 루트는 다음 [그림 2-1], [그림 2-2]와 같다.

[표 2-4] 전수조사 수집항목 및 데이터 출처

수집항목
출처

공공 앱 활용사례 앱
명칭

2018년 공공 앱

운영현황 및 정비

결과

공공데이터 포털
공공 앱 제작기관 /

공공데이터 제공기관
개발자의 특성
기관 범주 분류

평점
Google Play Store다운로드 수

최신 업데이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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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정부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재화면

[그림 2-2] 공공데이터포털 활용사례 모바일 앱 등재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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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차적으로 정부24에 게재된

‘2018년 공공앱 운영현황 및 정비결과’ 대상 공공 앱의 목록,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재된 활용사례 중 모바일 앱의 전체 목록을 확보한다. 이후 각

사이트에 게시된 링크를 확인하고, Google Play Store에서 해당 앱을 직

접 검색하는 이중 확인 작업을 통하여 현재 계속 제공 중인 앱을 파악한

다. 이후 현재 제공 중인 앱에 대하여 Google Play Store에 게시된 다운

로드 수, 별점, 최종 업데이트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가. 공공 앱 현황 파악

공공 앱은 앱 제작기관이 지자체, 중앙, 공공기관인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2018년 8월 공공 앱 운영현황 및 정비 대상이었던 공공 앱

771개 중, 정비로 폐기되거나 또는 그 외의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한 공

공 앱들을 제외하고, 2019년 9월 1일～2019년 9월 30일 동안의 조사 기

간 동안 Google Play Store에서 서비스가 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된 공공

앱은 모두 539개이며, 모두 5건 이상의 평가를 받아 별점 평균이 확보되

어 있었다. 이에 공공 앱의 개발자인 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면 다

음 [표 2-5]와 같다.

[표 2-5] 공공 앱 현황 파악

지자체 중앙 공공기관 합계
앱 개수 222 133 184 539
별점 평균 3.7705 3.4879 3.5905 3.6162

나. 활용사례 앱 현황 파악

공공데이터 포털 활용사례 카테고리의 활용사례 2,364건 중 모바일 앱

1,694개에서, 개발자가 공공부문인 54개를 제외한 1,640개에 대해, 공공

앱 분류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모바일 앱 제작에 활용된 공공데이

터의 출처기관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지자체, 중앙,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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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외에도 입법기관(ex.국회), 법률기관(ex.법원), 교육기관(ex.교육

청), 국제기관(ex.유네스코) 등의 정보를 활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기타’

로 범주화한 후 분리하였다. 한편 하나의 앱에 여러 기관 범주에 속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경우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1개 기관의

정보만 활용하여 정보의 출처가 특정되는 경우를 별도 분류(총 1,640개

중 1,415개로 약 86.28%, 이하 단일출처 앱)하였다. 또한, 공공 앱의 경우

와 달리 이용자 평가가 부족하여 별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

제 별점이 존재하여 별점 평균 계산에 활용한 앱(이하 별점 앱)의 개수

를 별도 기재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6], [표 2-7]과 같다.

[표 2-6] 활용사례 앱의 데이터 분야별 현황 파악

연

번
분야명

전체
활용
사례
수

모바일 앱

민간
제작

지원
중

별점앱
단일
출처
앱

별점
평균

1 교육 120 88 83 48 35 22 3.9747
2 국토관리 155 95 93 72 61 54 3.9734
3 농축수산 116 79 75 35 28 24 3.9712
4 문화관광 548 384 377 150 107 97 4.0123
5 보건의료 182 133 126 67 50 41 4.0130
6 법률 24 14 11 8 8 3 4.4000
7 재난안전 48 36 35 15 8 7 4.0236
8 통일외교안보 14 11 11 4 3 3 4.0000
9 공공행정 189 149 141 78 61 50 4.0070
10 재정금융 58 44 44 22 20 19 3.9594
11 산업고용 131 65 60 22 19 16 3.9651
12 사회복지 57 40 39 9 8 7 3.9693
13 식품건강 60 48 44 29 24 22 3.9972
14 교통물류 302 249 244 158 131 113 3.9795
15 환경기상 285 213 211 118 100 70 4.0077
16 과학기술 75 46 46 25 16 13 3.9526

합계 2,364 1,694 1,640 860 679 561 4.0125



- 26 -

[표 2-7] 활용사례 앱의 데이터 제공기관별 현황 파악

지자체 중앙 공공기관 기타

총 앱 349 520 546 20

별점 앱 111 227 223 8

별점 앱
비중* 31.81% 43.65% 40.84% 40%

평균별점 4.0026 4.0125 4.0108 4.0142

지자체,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지자체,

기타

중앙,

공공기관

중앙,

기타

기타,

공공기관

총 앱 27 27 1 114 2 1

별점 앱 19 10 0 60 1 1

별점 앱
비중 70.37% 37.03% 0% 52.63% 50% 100%

평균별점 3.9971 3.9953 0.0000 4.0116 4.0000 3.4000

지자체, 중앙,

공공기관

지자체, 중앙,

기타

중앙,

공공기관,
기타

지자체, 중앙,

공공기관,
기타

총 앱 25 1 1 1

별점 앱 17 0 1 1

별점 앱
비중 68% 0% 100% 100%

평균별점 4.0066 0.0000 4.9000 3.9000

종
합

총계
총 앱
개수 (A)

총 별점 앱
개수 (B)

별점 앱 비중
(B/A)

별점 앱(B)의
별점 평균

1,640 679 41.40% 4.0125

단일
출처
앱

단일기관
정보 활용한
총 앱 개수
(C)

단일기관
정보 활용한
별점 앱 개수

(D)

단일기관
정보 활용한
별점 앱 비중
(D/C)

단일기관
정보 활용한
별점 앱(D)의
별점 평균

1415 561 39.65% 4.0125

* 별점 앱 비중 : 총 앱 개수 중, 5건 이상의 사용자 평가가 이루어져 별점이

확보된 앱의 개수가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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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운로드 수 기준 현황 파악

Google Play Store에서는 서비스 제공 중인 모바일 앱에 대해 다운로

드 수를 0+, 1+, 5+, 10+, 50+, … 와 같이 구간값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조사 결과 2019년 9월 1일～2019년 9월 30일의 조사 기간 동안 공공 앱

539개, 활용사례 앱 860개가 현재 Google Play Store에서 서비스 제공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 활용사례 앱 860개는, 모바일 앱의 서비스는

제공 중이나 사용자 수가 적어 별점 평균이 매겨지지 않은 경우 등도 모

두 포함한 수치이다. 이에 공공 앱과 활용사례 앱의 범주별로 각 다운로

드 구간에 해당하는 모바일 앱의 개수 및 각 구간의 비중을 나타내면 아

래 [표 2-8]과 같다.

[표 2-8] 다운로드 수 기준 현황 파악

다운로드 수

(구간값)
공공 앱 활용사례 앱 합계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1+ 0 0.00 3 0.35 3 0.21
5+ 0 0.00 8 0.93 8 0.57
10+ 0 0.00 45 5.23 45 3.22
50+ 0 0.00 25 2.91 25 1.79
100+ 8 1.48 78 9.07 86 6.15
500+ 13 2.41 43 5.00 56 4.00
1,000+ 99 18.37 152 17.67 251 17.95
5,000+ 79 14.66 59 6.86 138 9.87
10,000+ 146 27.09 175 20.35 321 22.96
50,000+ 65 12.06 64 7.44 129 9.23
100,000+ 75 13.91 107 12.44 182 13.02
500,000+ 23 4.27 24 2.79 47 3.36
1,000,000+ 29 5.38 49 5.70 78 5.58
5,000,000+ 1 0.19 12 1.40 13 0.93
10,000,000+ 1 0.19 14 1.63 15 1.07
50,000,000+ 0 0.00 1 0.12 1 0.07
100,000,000+ 0 0.00 1 0.12 1 0.07
합계 539 100.00 860 100.00 1,399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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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현황을 시각화하고자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의 [그림 3-1]과 같다. 그래프를 그릴 때, Google

Play Store에서 제공되는 구간값이 5배, 2배, 5배, … 의 순서로 증가함

에 따라 구간 간 배율이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구간 간 배

율을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한 2구간씩 값을 합치는 과정을 통해

(1+, 5+) → ‘10-’, (10+, 50+) → ‘100-’, (100+, 500+) → ‘1,000-’, … 으로

새로운 구간 기준을 형성하였으며, 이에 구간 간의 배율이 10배로 균일

해지도록 조정하였다.

그 결과 공공 앱과 활용사례 앱 모두 일반적인 정규분포의 형태를 띠

며, 100,000- 영역, 즉 10,000～99,999건 수준에서 다운로드 된 모바일 앱

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사례 앱의 경우 분포가 비교

적 좌우 대칭적이나, 공공 앱의 경우 1+, 5+, 10+. 50+ 구간의 값이 0으

로 나타나 다운로드 수가 극히 적은 사례는 존재하지 않은 까닭에, 분포

가 다소 비대칭적 모습을 보인다.

[그림 2-3] 다운로드 수 기준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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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배경

1. 정보시스템 구축 모형의 적용 타당성 고민

스마트폰의 확산과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 산업 분야에

걸친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들도 기존의 유

선 인터넷 기반 환경에서의 전자정부(E-Government)로부터 모바일 기

반의 ‘스마트 정부(Smart Government)’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

고 있다(정희정 외, 2016; Gil-Garcia et al., 2014). ‘스마트 정부’의 개념

은 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정보기술

을 조합하고 활용하는 정부로 정의될 수 있으며(Gil-Garcia et al., 2014),

스마트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차원 중 하나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정

부이다(World Economic Forum, 2014; OECD, 2011). 따라서, 공공데이

터의 개방 및 이를 활용한 모바일 앱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모바일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서 등장한 공공 앱은 스마트 정부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서 기인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스마트 정부의 모바일 앱에 관해 연구를 진행

하면서 기존의 정보시스템 관련 모형 등 유선 인터넷 기반 전자정부 모

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모바일과 관련된 독자적 모형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되

며(김준형, 2019; 조휘형, 2012),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에 관

한 체계적 연구 역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정희정, 2016;

조희정, 2011; Eom&Kim, 2014). 한편 기존 전자정부 설명에서 유선 인

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 모형들이 가지던 효과성을 미루어볼 때,

모바일 앱 연구에 관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

다(김준형,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자정부 모형에서 활용된

정보시스템 관련 모형을 참고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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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lone&McLean, 정보시스템 성공모델

1) Delone&McLean 정보시스템 성공모델의 구조

Delone&McLean(1992)은 정보시스템 성공 모델(Information Systems

Success Model, 이하 D&M 모델)을 제시하였다. D&M 모델에서는 시스

템의 품질(System Quality)과 정보의 품질(Information Quality)이 정보

시스템의 사용(Use)과 사용자의 만족(User 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

고,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활용과 사용자의 만족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

며,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영향(Individual Impact)을 주어 조직에까지 영

향(Organizational Impact)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Delone&McLean,

1992; 김상현·송영미, 2009; 조휘형, 2012; 표진우·김인재, 2012). 해당 논

문에서 제시한 D&M 모델은 아래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D&M IS Success Model (1992)

출처 : Delone&McLean(1992). p.87.

약 10년 후 Delone&McLean(2003)은 ‘A Ten-Year Update’라는 부제

를 달고, 그간 D&M 모델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평가와 검증에 기반,

그간 제기되어온 비판과 논의를 수용하여 수정된 D&M 모델을 제시하

였다(Delone&McLean, 2003; 조휘형, 2012; 표진우·김인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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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D&M 모델에서는 기존 모델에서 제시하였던 정보 품질, 시스

템 품질에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을 추가하여, 이 세 가지 품질

요소가 사용의도(Intention to Use) 및 사용(Use)과 사용자 만족(User

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사용이 존재하면 사용자 만족이

발생하고, 그 이후 이러한 사용자 만족이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구조

로 사용의도 및 사용과 사용자 만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상호영향의 결과 순이익(Net Benefits)이 발생하며, 순이익은 다시 사용

의도와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형태의 모델을 제시한다

(Delone&McLean, 2003; 김상현·송영미, 2009; 조휘형, 2012). 해당 모델

에서는 특히 정보시스템 성공이 지닌 복잡하고 다차원적 속성상 요인 간

의 상호관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Seddon(1997)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표진우·김인재, 2012).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수정된 D&M 모델(Updated D&M IS Success

Model)은 아래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 Updated D&M IS Success Model (2003)

출처 : Delone&McLean(2003).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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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M 모델의 구성변수

가. 정보 품질(Information Quality)

D&M 모델을 구성하는 각각의 변수를 측정하는 측정항목에 대해서도

수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해왔다. Delone과 McLean(1992)에 따르면, 정보

품질은 정보시스템의 산출결과인 정보에 대한 평가로, 사용자에게 전달

된 정보·콘텐츠의 품질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항목으로 Seddon(1997)은 적시성, 정확성, 연관성, 일관성,

완전성을 제시하였고, Delone&McLean(2003)은 완전성, 개인화, 최신성,

이해 용이성, 보안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추가 연구에서 정보의 다양성,

동적 콘텐츠, 콘텐츠 개인화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민정 외,

2018). 모바일 앱과 관련하여서는, 김미진(2017)에서 스마트폰 O2O 서비

스 모바일 앱의 정보 품질 측정항목으로 정확성, 최신성, 적시성, 개인화

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측정항목 중에서 초기에는 ‘정확성’이 강조되었으

나, 최근에는 많은 양의 정보를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

는 ‘적시성’이 주목받고 있다(김민정 외, 2018; 박경원, 2017).

나. 시스템 품질(System Quality)

시스템 품질은 정보시스템의 정확성·효율성에 근거한 기술적인 수준

을 의미하며, 정보시스템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술적 문제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Wang&Wang, 2010; 박경원, 2017). 시스

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불만을 제기하기보다는 시스템의 사용 자체를 중단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시스템 품질은 정보시스템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김민

정 외, 2018; 최동락·이형백, 2015). Delone&McLean(2003)은 구체적 측

정항목으로 사용 용이성, 기능성, 신뢰성, 유연성, 자료의 질, 휴대 가능

성, 통합성,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김대진·김진수(2015)는 SNS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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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접근성, 안전성, 보안성을 제시하였으며,

정원진·김태환(2016)은 모바일 앱의 시스템 품질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심미성과 인터페이스 간결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김민정 외(2018)는

맛집을 주제로 한 모바일 앱 연구에서 접근성, 이용 용이성, 안정성, 인

터페이스 편의성을 측정항목으로 채택하였다.

다.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

서비스 품질은 사용자의 요구 및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

는 무형의 활동인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관점의 평가이다(Anderson et

al., 1994; 김민정 외, 2018에서 재인용). 이러한 서비스 품질평가에는 사

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태도뿐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까지 포함된다

(윤세남, 2009). Delone&McLean(2003)은 D&M 모델 수정에 서비스 품

질 변수를 추가하면서 구체적 측정항목으로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보

장성, 공감성을 제시하였다.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로는 Parasuraman

등이 제시(1985)하고 신뢰성, 반응성, 공감성, 보장성, 유형성의 5가지 항

목으로 정교화(1988)한 SERVQUAL이 대표적이다(김선영·오경수, 2015;

권혁근·서상혁, 2013; 장철영, 2007). 이후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온라인 서비스에는 기존 SERVQUAL의 적용이 적

합하지 않다는 논의가 제기되며 온라인 서비스 영역까지 연구가 확장되

었다(김선영·오경수, 2015; 권혁근·서상혁, 2013; 장철영, 2007). 전자정부

의 e-행정서비스와 관련한 장철영(2007)의 연구에서는 e-SERVQUAL

요인으로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보증성, 감정이입, 효율성, 신속성, 시

정성, 만족도 등의 측정항목을 제시하였다. 이태민 외(2009)에서는 모바

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유희성, 충족성, 유비쿼터스 접속성, 반응성,

개인화, 지각된 정황적 유용성, 사용 용이성, 디자인, 안전성 항목으로 측

정되는 MOBISQUAL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SERVQUAL 척도를 변형·

발전한 서비스 품질 연구들은 최근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흐

름으로 주목받고 있다(권혁근·서상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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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용(Use), 사용의도(Intention to Use)

Delone&McLean은 수정된 D&M 모델에서 사용과 사용의도를 구분하

였다. 이에 실질적인 사용이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 만

족은 향후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때 사용자의

의도(Intention)는 개인의 태도가 행위로 실현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Fishbein&Ajzen, 1975; 김민정 외, 2018에서 재인용), 이러한 의도와 행

위의 상관관계 및 측정과 관련하여 Davis et al.(1989)은 행위 의도와 실

제 행위가 높은 상관성을 가지므로, 사용의도와 실제적 사용 행위의 대

체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김민정 외, 2018). 즉, 의도를 행위의 결

정적 요인으로 보고 사용의도가 높을수록 실제 사용 확률이 높다고 판단

한 것이다(김민정 외, 2018). Delone&McLean 역시 수정된 D&M 모델을

제시하며 사용의 다차원적 측면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용

의도가 가치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Delone&McLean, 2003).

한편 정보시스템을 처음 수용하는 것과 지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구분

함에 따라, 지속사용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사용은

혁신이나 정보기술의 장기적 사용으로 정의되며, 초기 수용 행동의 연장

으로 해석된다(권혁근·서상혁, 2013). 이때의 지속 사용의도는 서비스 제

공자와 사용자 간의 지속적 관계 유지를 이루는 핵심 개념으로서(권혁

근·서상혁, 2013), 사용자가 정보기술·시스템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보다

선택한 정보기술·시스템을 지속해서 이용하는 것이 해당 기술·시스템 운

영의 궁극적인 성공으로 연결되기에, 지속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는 상당

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김민정 외, 2018).

마. 사용자 만족(User Satisfaction)

만족(Satisfaction)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이용한 이후 나타나는 소

비자의 정서적 반응을 의미하며(Oliver, 1981; 김민정 외, 2018에서 재인

용), 제품·서비스·소비 경험에 대한 전반적 평가로 사용자 개인의 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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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된 정도라고 볼 수 있다(김재훈·백림정·변정우, 2015).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사용자 만족은 정보시스템 사용 경험이 사용 전의 기대에 얼

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사용자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볼 수 있다(박정

하·이애리, 2013). Delone&McLean(2003)은 수정된 D&M 모델에서 사용

과 사용의도를 구분하며, 정보시스템의 사용이 선행된 이후에 사용자 만

족이 야기되고, 이러한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지면 사용의도가 높아짐으

로써 사용이 증가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세스에

근거할 때, 사용 이전에 가지게 되는 기대와, 사용 후 경험한 실제 성과

를 통해 사용자 만족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족 여부는 사용의도 및 지속

사용의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하성보·강성묵, 2011; 김민정

외, 2018).

바. 순편익(Net Benefit)

Delone&McLean(2003)은 정보시스템 활용 이후의 영향이 시스템의

직접 사용자를 넘어 확장됨에 따라, 작업자 개인부터 조직, 산업, 소비자,

사회적 영향이 국가 전반까지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영향의 측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시스템 혹은 연구자의 평가 목적이 달라짐에 따라 그

측정 대상이 되는 분석 수준도 함께 달라지므로, 순편익을 제시한 수정

된 D&M 모델(Delone&McLean, 2003)에서는 이러한 모든 영향 충격을

순이익이라는 단일 범주로 묶어서 개념화하였다.

3. Gil-Garcia&Pardo(2005), 정보시스템 구축 성공 요인

1) Gil-Garcia&Pardo의 정보시스템 구축 성공 요인 도출

Gil-Garcia와 Pardo(2005)는 전략(Strategies)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

고 장기적인 접근이라고 보고, 전자정부 강화를 위한 성공적인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이론적 기초에 근거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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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및 전자정부 구축과정의 성공 요인(E-Government Success Factors)

을 식별하기 위해, 5개년도(1999～2003년) 동안 행정 분야 5개 최고 학

술지에 게재된 공공 조직 및 민간 조직에서의 전자정부 성공 요인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구

축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공 요인을 체계

적으로 제시한다(Gil-Garcia&Pardo, 2005).

해당 연구에서 파악한 정보시스템 구축 성공의 당면과제 및 성공 요

인은 정보·자료(Information&data),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조직·관리(Organizational&managerial), 법률·규제(Legal&regulatory), 제

도/환경(Environmental or institutional)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각 범주에 속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성공의 당면과제 및 핵심

성공 전략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2-9]와 같다(Gil-Garcia&Pardo,

2005).

[표 2-9] 정보시스템 구축 시 당면과제와 성공 요인

범주 당면과제 핵심 성공 전략 요인

정보·

자료
- 정보 및 데이터 품질

- 전반적 계획

- 파트너 사용자의 지속적인

피드백
- 품질 및 법규준수 보증

- 훈련

정보

기술

- 사용 편의를 위한 정보의

유동성

- 보안 문제
- 기술적 비호환성

- 기술 복잡성

- 기술적 숙련성 및 경험
- 새로운 기술

- 사용 용이성
- 유용성

- 데모 및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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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주별 정보시스템 구축 성공 요인

가. 정보·자료 범주

정보·자료 범주에서는 자료의 질과 정확성을 강조한다. 즉 자료에 정

확성, 일관성,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자료의 구조 및 정의에 문제가

내재하여 있으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성공으로 귀결되기 어렵다

(Gil-Garcia&Pardo, 2005; 김준형, 2019). 따라서 콘텐츠 및 서비스 유형

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그에 맞는

정보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지속적 품질관리를 통해 자료의 불일

치 및 부정확성이 제거되어야 한다(Gil-Garcia&Pardo, 2005; 엄석진 외,

2016). 이에 기관 간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자료의 적절한 정의 및

구조 개발, 시스템 사용자들로부터의 지속적 피드백 확보를 통해 자료의

조직·

관리

- 프로젝트 크기

- 관리자의 태도와 행동
- 사용자 또는 조직의 다양성

- 조직 목표와 프로젝트 사이

의 조정 부재
- 복합·상충되는 목표

- 변화에 대한 저항

- 영역 다툼 및 분쟁

- 프로젝트팀의 기술 및 전문

지식
- 기술적 및 사회적으로 숙련

되고 존경받는 IT 리더

- 명확, 현실적인 목표 설정
- 관련 이해관계자 명확화

- 최종 사용자 참여

- 계획

법률·

규제

- 제한적 법률 및 규정

- 1년 단위의 예산 운용

- 정부(기관) 간 관계

- 정보기술 정책 및 표준

제도/

환경

- 프라이버시 문제
- 기관 자율성

- 정책 및 정치적 압력

- 환경적 맥락(사회적, 경제적,
인구 통계적)

- 최고책임자의 리더십, 후원
- 입법적 지원

- 전략적인 아웃소싱 및 민관

협력

출처 : Gil-Garcia&Pardo (2005). pp.191-192, 194-195, 인용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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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Gil-Garcia&Pardo, 2005; 김준형, 2019).

전반적으로 좋은 품질과 동질적인 정보를 갖는 것이 중요한 성공 전략으

로 판단되었다(Gil-Garcia&Pardo, 2005).

나. 정보기술 범주

정보기술 범주에서는 시스템의 유용성과 사용의 용이성을 고려한다

(Gil-Garcia&Pardo, 2005). 기존의 오래된 시스템이 새로운 기술과 이질

적일수록 기술적 비호환성으로 인해 정보시스템 적용의 복잡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기술의 새로움과 복잡성 또한 인지도 확보

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구성, 프로토타입 개발 등에 많은 노력이 투자되

어 성공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더디게 할 수 있다(Gil-Garcia&Pardo,

2005).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지도자나 구성원들의 기술적 역량

과 전문성이 필요하며, 특히 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의 부족 상

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Gil-Garcia&Pardo, 2005; 김준형, 2019). 또

한, 정보시스템 구축 경험 등도 고려될 수 있다(엄석진 외, 2016).

다. 조직·관리 범주

조직·관리 범주에서는 사용자·조직의 다양성과 관련된 요인을 포괄한

다(김준형, 2019). 해당 범주에서는 조직의 목표와 정보시스템 간의 조정

부재, 조직 간 목표의 복합·상충, 조직구성원들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

른 저항·갈등·영역 다툼 등의 상황에서 정보시스템의 성공이 저해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의

수립과, 관리자의 기술적·관리적·정치적인 필요 역량의 확보가 필요하다

(Gil-Garcia&Pardo, 2005; 김준형, 2019). 또한, 최종 사용자를 포함한 관

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이들의 직접적 참여를 중시하여,

조직 내외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상 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았다(Gil-Garcia&Pardo, 2005; 엄석진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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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률·규제 범주

법률·규제 범주에서는 예산과정 등 법 혹은 규제와 관련된 사안들이

정보시스템 도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Gil-Garcia&Pardo, 2005). 또한

정부(기관)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특성 또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Gil-Garcia&Pardo, 2005), 가령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대한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면 정보 공유·통합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김준형, 2019).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기술 도

입을 제한하는 법·규제의 완화와(김준형, 2019), 정부 전체에 적용되는

적절한 정책·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Gil-Garcia&Pardo, 2005).

마. 제도/환경 범주

제도 또는 환경 범주에서 제도 범주와 관련해서는 입법기관이나 이익

집단 등의 외부적 영향력, 프라이버시 및 보안 관련 문제가 정보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Gil-Garcia&Pardo, 2005; 김준형,

2019). 이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지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Gil-Garcia

& Pardo, 2005; 엄석진 외, 2016). 한편 환경 범주는 기술적, 법적, 문화

적, 정치적, 경제적, 인구통계학적, 생태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Gil-Garcia&Pardo, 2005; 김준형, 2019). 구체적으로 국가의 경제 변동,

시민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인터넷 접근성, 투표 성향 등이 이에 해당

할 수 있다(김준형, 2019).

3)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구축 성공 요인

엄석진 외(2016)에서는 앞서 논의한 Gil-Garcia&Pardo(2005)의 정보시

스템 구축 성공 요인을 공공부문에서의 전자정부 구축과 연계하였다. 이

에 법률·규제 범주를 제도/환경 범주에 포함하고, 범주별 성공 요인을 구

체적으로 정리·제시하고 있다. 이를 인용하면 아래 [표 2-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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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공공부문의 전자정부 구축 성공 요인

구분 세부 요인

정보

및

자료

요인

- 시민들의 앱 제작 요구

- 정보시스템이 제공할 정보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 콘텐츠 수요조사

-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사전 고려

- 자료의 정확성

- 자료의 충분성

- 사용자 평점 및 리뷰를 반영한 정보 업데이트

- 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

정보

기술

요인

- 기술의 복잡성

- 기술의 호환 가능성

- 레거시 시스템 사용

- 능력 있는 외주업체 선정

- 사용의 용이성에 대한 피드백 반영

- 기술적 문제에 대한 피드백 반영

-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피드백 반영

-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피드백 반영

조직

및

관리

요인

-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험

-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목표의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

- 프로젝트 규모의 적절성

- 이해관계자의 참여

- 다양한 부서의 참여

- 충분한 예산의 확보

- 담당자의 열의와 전문적 능력

-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교육

- 프로젝트팀의 전문성과 능력

- 부서 간 관할권 경쟁

- 프로젝트팀 내 원활한 소통

- 프로젝트팀 외부 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 구축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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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의의

1. 선행 연구의 이해

1)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연구

윤상오·현지우(2019)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 포털

에서 제공 중인 데이터 세트 중 국가 중점 데이터에 대해서 가용성, 이

용 용이성, 활용도를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국가

중점 데이터로서 국민 생활 밀착형 데이터의 적극적 발굴·개방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데이터의 유형·파일형식·제공방식 등의 수요자 중심 전환

등을 제안, 최종이용자의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Seok-Jin Eom과 Jun-Houng Kim(2019)은 자원기반이론을 바탕으로,

관리자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성공에 미치는 관리 동인 및 과제를

분석한다. 이에 다변량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관리능력, 제도적 환경, 사

회-경제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성공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한다. 그 결과 금융(예산) 요인과 정보화의 제

도화 요인이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는 이처럼 공공부문의 데

이터 정책에 대한 관리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행위자로서 관리자 역량을

구성하는 여러 특성을 세분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제도

및

환경

요인

- 법 규제의 제약

- 정보시스템 구축 기관 특성에 대한 고려

- 정보서비스에 대한 거부감

- 행정부의 후원 및 관심

- 예산 배정 및 감사 등 입법부의 개입

- 기관의 자율성

출처 : 엄석진 외(2016),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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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oung Kim과 Seok-Jin Eom(2018)은 퍼지 셋 정성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성과 관련된 다변량 요인

(기술적 상호운용성, 금융투자, 제도적 지원, 경제적 규모)의 인과관계 조

합을 파악하였다. 이에 데이터 생성·제공자인 광역자치단체에 미치는 다

변량 요인의 영향력을 퍼지 셋 분석 방식으로 복합적 분석하여 유의미한

조합을 제시하고 있다.

황주성(2015)은 공공데이터 개방의 국가별 성과에 영향을 주는 사회·

제도적 조절변수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자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의 필수 전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정책목표와 구현 메커니

즘에 영향을 주는 ‘사회·제도적 상황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

에 사회·제도적 상황 요인으로서 정부 투명성, 친기업·친효율성, 정치 참

여성의 세 가지를 설정하고 분석하였으며, 전자정부 서비스 지수가 공공

데이터 개방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 참여성에 의해 유의미하게 조절

되므로, 공공데이터 개방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주도적 참여

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다.

2) 행정 분야 모바일 앱과 관련된 연구

박종철(2018)의 경우 서울시 모바일 앱 구축·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구

체적으로 서울시의 자체 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운영 중인 모바일 앱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구축·운영비, 이용자 만족도, 다운로드

현황, 실태점검 현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인 모바일 앱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김대욱·윤영근(2016)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앱에 대하여 실태조

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공공 앱에 대하여 구축실태조사를 진행

하였고, 그중에서도 서울시 공공 앱 운영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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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석진·서교리·김준형(2016)의 경우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공공 스마트폰 앱에 대한 2012년과 2015년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의 현황 및 발전수준을 측정하고, 2015년

에 조사된 스마트폰 앱 중에서 선정된 상·하위 발전수준의 스마트폰 앱

의 구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사례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앱 발전

수준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적 요인과 관리·제도적 요

인이 스마트폰 앱의 발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준형(2013)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공공 앱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기초 통계분석을 시행한 후, 발전단계 6단계 모형

을 구축 및 분석하여 그 수준을 평가하고, 모바일 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3) 모바일 앱 활용의 영향요인 연구

최격기·진창현(2019)은 중국 배달 앱의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

스 품질이 고객 만족과 지속적인 모바일 앱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D&M 모델을 활용하여 모바일 앱 품질의

구성요소를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의 3가지 요소로 세분화

하고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세부적

인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배달

앱 개발은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김선영·오경수(2015)는 모바일 서점 앱의 서비스 품질에 관하여 연구

하였다. 선행연구로 Parasuraman et al.(1985)의 오프라인 서비스 품질평

가 모형인 SERVQUAL의 변수들과, Jarvenpaa&Todd(1997)가 온라인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으로 발전시킨 e-SERVQUAL, 그리고 이태민 외

(2009)의 모바일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인 MOBISQUAL까지 서비스 품

질 모형의 발전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서점 앱의 서비스 품

질이 고객 만족과 재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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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우·김인재(2012)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모

바일 앱과 실제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 앱 사이의 차이에 주목하고, 모바

일 앱의 실제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에 D&M 모델과 더불어 IT 관련 문헌 조사에서 추출한 몇 가지 추가

변수를 결합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4) D&M 모델에 근거한 행정서비스 활용의 영향요인 연구

김동심·이영선(2018)은 교육부가 총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

는 온라인 공개강좌 시스템인 K-MOOC 운영의 성과를 진단하기 위해

D&M 모델을 활용하였다. 이에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의

차원에서 설문 조사를 통하여 대학생과 일반인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

고, 향후 K-MOOC의 활용 및 대상별 운영에 대한 필요성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권혁근·서상혁(2013)은 국가 차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개발 종합정보시

스템인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DSL)의 사용자의 지속적

사용 의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에 D&M 모델을 활용하고,

Bhattacherjee의 지속사용 모델을 결합하여 공공서비스로서의 국가 과학

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사용 의지를 분석하여, 정보서비스의

품질변수와 이용자의 상황적인 요인변수가 해당 서비스의 지속적 사용

의지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김상현·송영미(2009)는 정부 포털 사이트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D&M 모델을 활용하였다. 해당 논문에서의 정부 포털은 국

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관문으로서 온라인 접근이 가능한 단일접점 웹

사이트로, 일반 범용포털 사이트와 다른 목적 및 특성이 있다고 전제하

였다. 이후 이러한 특수한 목적 및 특성을 갖는 정부 포털 사이트의 사

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정부지원과 모호성이 미치는 영

향력에 관해 연구하였다.



- 45 -

2.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선행 연구의 경우 공공데이터 개방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취하였

다. 그러나 종속변수로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단순히 개방 건수, 개방 비

율 등 양적 개방 수준으로 측정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객관적으

로 유의미한 자료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이루어

진 후의 실질적 활용 실태와 활용 효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분

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행정 분야 모바일 앱 평가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스마트 정부의

도래에 따라 정부의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전체적 현황 파

악부터 구체적 사례 연구 및 앱의 발전단계 분석까지 상당히 다양한 관

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는 모두 정부가 직접 제작하는 공공 앱에 한정

된 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에서 유사한 앱이 중복으로 개발

됨에 따라 정부 제작의 공공 앱이 도태되어 폐기되는 사례가 행정안전부

의 평가에서도 명시되는바, 민간이 제작한 앱이라도 경우에 따라 연구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는, 행정의 수요자인 민간이 행정 수요

에 부합하는 앱을 직접 만듦으로써 적극적 행정 수요를 표출하는 동시에

행정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제

작의 공공 앱과 유사한 민간 제작 모바일 앱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민간

의 적극적 수요 표출에 중점을 둔 연구는 없었다.

또한, 민간부문이 제작한 모바일 앱까지 연구의 대상으로 포섭하고자

한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모바일 앱 활용 요인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바,

경영학의 측면에서 D&M 모델 또는 서비스 품질 이론을 활용하여 모바

일 앱을 검토한 연구들을 확인하였다. 이에 모바일 앱 분석에 D&M 모

델을 활용하는 타당성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선행 연

구가 경영학에 국한됨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 변수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을 고려할 때,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등 다른 변수에 중점을 맞춘 연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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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를 D&M 모델에 근거하여 분석한 연구를 검토

한바, 정부 포털이나 특정 부처 소관 행정서비스의 온라인 웹사이트 등

에 관한 연구 및 분석은 존재하였으나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3. 본 연구의 의의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데이터 개방의 실질적 활용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무엇을 매

개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그 결과 정부 홍보집 등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로 지속해서 언급되고, 지자체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꾸준히

장려되며, 공공데이터 포털의 활용사례 등재 목록에서 71.66%를 차지하

는 모바일 앱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바일 앱은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작된 구체적 산출물로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실질적 활용 결과이다. 이에 단순히 개방 수준, 개방의 성공 여부

등 개방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 맥락에서 벗어나 개방 이후

의 활용에 연구의 중심을 두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정부가 제작하는 공공 앱과 더불어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

여 제작하는 모바일 앱을 조사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공급자의 범위를 확

대함으로써, 행정의 범위를 확장하는 의의가 있다. 한편 해당 모바일 앱

에 대한 일반 사용자의 실질적 평가를 직접 활용하는데, 이에 공공데이

터를 직접 가공·분석할 능력은 없으나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있는

일반 국민의 행정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로서의 모바일 앱을 연구함으로써, 정부 포

털이나 행정서비스 웹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측면

을 넘어,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은 모바일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공

공데이터와 모바일 서비스의 융합을 연구한다. 이에 기존의 유선 인터넷

기반 전자정부(E-Government) 개념보다 확대된 ‘스마트 정부(Smart

Government)’의 맥락에서의 행정서비스를 연구하는 의의가 있다.



- 47 -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가설과 분석틀

1. 연구 분석틀의 설정

본 연구는 수정된 D&M 모델(2003)을 기반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의 사용자 평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모바일 앱에 활용

되는 공공데이터 품질에 미치는 기관의 특성을 Gil-Garcia&Pardo(2005)

의 정보시스템 구축 성공 요인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초기

의 연구 분석틀은 아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초기 연구 분석틀

독립변수

기관의 특성

매개변수

공공데이터 활용 앱

종속변수

사용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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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1) 기관의 특성

앞서 언급하였듯, 2018년부터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

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를 진행하였다. 해당 평가에서 파악되는

공공데이터 관련 기관의 특성은 해당 기관이 생산·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와 직결되는 평가의 결과이며, 이러한 공공데이터 관련 특성은 해당 기

관이 공개·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다. 이에 제기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특성은 공공데이터 활용 앱의

정보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정보·자료 관련 특성은 공공

데이터 활용 앱의 정보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정보기술 관련 특성은 공공

데이터 활용 앱의 정보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조직·관리 관련 특성은 공공

데이터 활용 앱의 정보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특성은 공공데이터 활용 앱의

시스템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정보·자료 관련 특성은 공공

데이터 활용 앱의 시스템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정보기술 관련 특성은 공공

데이터 활용 앱의 시스템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조직·관리 관련 특성은 공공

데이터 활용 앱의 시스템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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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특성은 공공데이터 활용 앱의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정보·자료 관련 특성은 공공

데이터 활용 앱의 서비스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정보기술 관련 특성은 공공

데이터 활용 앱의 서비스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조직·관리 관련 특성은 공공

데이터 활용 앱의 서비스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의 특성

가. 정보 품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에 활용되는 정보에는 공공데이터 외

의 정보도 공존하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바일 앱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모바일 앱에 활용된 정보가 공공데이터에 집중되어 있거나(공공

앱), 적어도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된 결과(활용사례 앱)이다. 앞선 논의에서 정보의 품질 측정을 위해 제시

되는 측정항목으로는 정확성, 적시성, 연관성, 일관성, 완전성, 다양성, 개

인화 등이 있으며 그 중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었다고 평가되는 정확성,

적시성을 측정항목으로 한다. 제기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h4.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의 정보 품질(정확성, 적시성)은 모바일

앱 사용자에게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의 정보 품질(정확성, 적시성)은 모바

일 앱의 사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의 정보 품질(정확성, 적시성)은 모바

일 앱의 사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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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품질

앞서 언급하였듯,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불만을 제기하기보다는 시스템의 사용 자체를

중단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김민정 외, 2018; 최동락·이형백, 2015).

따라서 시스템 품질은 정보시스템의 존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 디바이스에 설치된 모바일 앱의 삭제로 시스템 사

용의 중단이 즉각 이루어지는 모바일 앱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 품질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폰 기반의 모

바일 앱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시스템의 주기적 업데이트와 기술적 최

신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시스템이 최신 상태로 꾸준히

유지됨에 따라 Delone&McLean(2003)에서 언급된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이 확보되고, 더불어 플랫폼 수준에 걸맞은 시스템의 이용 용이성이 확

보된다고 보았다. 그 외에 Delone&McLean(2003)의 기능성 지표와, 정원

진·김태환(2016), 김민정 외(2018)의 연구에서 고려한 지표인 인터페이스

편의성, 심미성(디자인)을 구체적 측정항목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시스템

품질의 구체적 측정항목으로 디자인, 인터페이스 편의성, 이용 용이성,

기능성, 최신성을 선택하였으며 제기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h5.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의 시스템 품질(디자인, 인터페이스 편의

성, 이용 용이성, 기능성, 최신성)은 모바일 앱 사용자에게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1.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의 시스템 품질(디자인, 인터페이스

편의성, 이용 용이성, 기능성, 최신성)은 모바일 앱의 사용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2.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의 시스템 품질(디자인, 인터페이스

편의성, 이용 용이성, 기능성, 최신성)은 모바일 앱의 사용자 만

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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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품질

선행연구에서 공통으로 등장하고 공공 앱 평가지표로 활용된 측정지

표로는 응답성, 반응성이 있다. 또한, Delone&McLean(2003)이 언급한

신뢰성, 보장성은 신뢰성, 확신성, 안정성 등의 개념으로 꾸준히 논의되

었다.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한 후속 연구에서 접속성이 새로운 개념으로

추가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공공 앱 평가지표에서도 접근성에 대한 구

체적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응답성, 접근성, 안정성, 신뢰성으

로 모바일 앱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한다. 제기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h6.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의 서비스 품질(응답성, 접근성, 안정성,

신뢰성)은 모바일 앱 사용자에게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1.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의 서비스 품질(응답성, 접근성, 안정

성, 신뢰성)은 모바일 앱의 사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2.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의 서비스 품질(응답성, 접근성, 안정

성, 신뢰성)은 모바일 앱의 사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2 절 변수의 측정과 출처

1. 종속변수 : 모바일 앱에 대한 평가

1) 사용

가. 다운로드 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받은 모든 사람이 해당 모바일 앱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운로드 이후에 모바일 앱을 삭제하는 등의 경우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로 모바일 앱의 개발자 페이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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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Play Console을 통하여 자신이 개발·등록한 앱에 대한 실제 설

치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4). 하지만 사용자의 의도

(Intention)는 개인의 태도가 행위로 실현될 ‘가능성’으로 정의되므로

(Fishbein&Ajzen, 1975; 김민정 외, 2018에서 재인용), 최초에 모바일 앱

을 다운로드받은 행위는 해당 모바일 앱을 사용해보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사전 경험 없이 시스템의 최초 사용을 결정

하는 최초 사용의도의 구체적 측정항목으로서 다운로드 수를 활용 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의도와 행위의 상관관계 및 측정과 관련하여

Davis et al.(1989)은 행위 의도와 실제 행위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사

용의도와 실제적 사용 행위의 대체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므로(김

민정 외, 2018), 다운로드 수를 최초 사용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모바일 앱이 배포되는 앱스토어는 Google Play

Store로 단일화·한정한다. Google Play Store의 경우, 개별 모바일 앱의

정보 페이지에서 해당 모바일 앱의 다운로드 수를 10+, 50+, 100+, …와

같이 구간값으로 제시해준다. 표본집단에 속하는 모바일 앱 중 가장 높

은 수치를 기록하는 경우는 100,000,000+ 구간으로 나타났다.

구간값과 관련하여, 앞서 서술된 공공 앱 성과측정 지표에서는 다운로

드 수를 6개 구간으로 분류하고 각 구간에 점수를 할당하였다. 본 연구

에서도 이러한 구간별 점수 부여 방법을 차용한다. 다만, 기존에 주어진

구간별 점수 부여는 구간이 10+, 50+, 100+, …와 같이 5배, 2배, 5배, …

로 변화함에 따라 구간 간 배율이 일정하지 않은데도 동일한 1점 간격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점수 부여

이전에 구간 간의 배율이 10배로 일정한 10-, 100-, 1,000-, …으로 구간

을 조정하고, 이를 배점 구간으로 설정한다. 이때, 10-, 100-의 값이 없

는 공공 앱의 경우를 고려하여 1,000- 이하를 하나의 구간으로 하여 최

초 구간을 설정하고, 별점 평균의 최고점인 5점과 동일하게 최고 구간

점수를 조정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3-1]과 같다.

4) Google Play Developers 플랫폼. https://developer.android.com/about/dashbo
ards/index.html. 접속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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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다운로드 수 구간별 배점*

구간

1,000- 10,000- 100,000- 1,000,000- 1,000,000+

1,000 미만
1,000～

9,999

10,000～

99,999

100,000～

999,999

1,000,000

이상

점수 1 2 3 4 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8.12.17.)의 공공 앱 성과측정 지표를 차용 후 수정.

나. 누적 리뷰 수

앞서 언급하였듯 사용자의 의도는 개인의 태도가 행위로 실현될 가능

성이며,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태도를 형성한 후 이를 특정한 미래에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의지와 신념이므로(Fishbein&Ajzen, 1975; 김민정

외, 2018에서 재인용) 실제적 사용 행위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며 대체적

활용이 가능하다(Davis et al., 1989). 구체적으로 시스템 사용에 관해서

사용의도는 시스템의 사용 경험이 없을 때 최초 사용을 결정하는 최초

사용의도와 일정 기간 경험 이후 지속적인 사용을 결정하는 지속 사용의

도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구분은 시스템의 궁극적 성공에 지속 사용의도

가 더욱 중요하다는 논의 때문이다(Venkatesh&Davis, 2000; 김민정 외,

2018에서 재인용).

구글의 모바일 앱 개발자 가이드에서는 ‘사용자와의 긍정적인 소통을

위해 앱 리뷰 확인 및 답변하기’ 항목에서, 개발자가 리뷰에 답하면 사용

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뿐 아니라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모바일

앱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helping to build loyalty)

명시한다5). 이때의 ‘충성도’란 해당 모바일 앱을 지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 사용을 결정하는 지속 사용의도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항목으로 누적 리뷰 수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사용

자가 모바일 앱의 사용을 중단하지 않고 이에 대한 불만을 게재하거나,

5) Google Play Developers. https://developer.android.com/distribute/best-practi
ces/engage/user-reviews. 접속일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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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부여와 별개로 추가적인 리뷰 작성 노력을 들여 의견을 표시하는

등 리뷰를 남긴 행위를 통해 해당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해서 사용할 의

도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누적 리뷰 수 측정과 관련하여, 기초 데이터 수집 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9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등록된 리뷰의 수를 측정한다.

이후 측정된 누적 리뷰 수에 대하여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에 점수를

할당하였다. 이처럼 구간을 분류하여 점수를 할당하는 것은 앞서 다운로

드 수의 측정에서 그러하였듯 공공 앱 성과측정 지표를 일부 수정 및 차

용한 것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2] 리뷰 수 구간별 배점*

구간

10- 100- 1,000- 10,000- 10,000+

10 미만 10～99 100～999
1,000～

9,999

10,000

이상

점수 1 2 3 4 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8.12.17.)의 공공 앱 성과측정 지표를 일부 수정/차용.

다. 순위(랭킹, Ranking)

Google Play Store에서는 모바일 앱 시장 전체에서의 순위와 해당 모

바일 앱이 속한 카테고리별 순위를 각각 제시해주고 있다. 모바일 앱의

순위는 모바일 앱의 수요, 즉 사용 수준을 예측하는 중요한 대용치

(surrogate)로 기능한다(조희승·임건신, 2016).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온라

인에서 거래되는 제품에 대해 불확실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상품

인 모바일 앱은 경험재이므로 직접 다운로드받아 사용해보기 전에는 해

당 모바일 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송치훈 외, 2014). 이에 이러

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앱의 순위 정보를 참고하게 되며, 그

결과 모바일 앱의 순위는 모바일 앱의 다운로드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조희승·임건신, 2016). 따라서 이러한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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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침과 이론적 논의로부터 미루어볼 때, 높은 순위는 높은 사용과 직

접적 상관관계를 맺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높은 사용 수준을 형성하는

구체적 지표로서 모바일 앱의 순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글 모바일 앱 개발자 가이드에서는 구체적인 추천 순위 결정 논리

를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기술적 성능이 우수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갖춘 양질의 모바일 앱에 더 높은 순위를 부여한다고(ranking logic to

further prioritize high quality apps) 명시하고 있으며6), 카테고리별로

상위 200개의 모바일 앱을 인기순위 항목에 게재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시장 분석 사이트인 App Annie7)에서는 개별 모바일 앱이 확보

했던 최고 순위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 경우 최대 500위까지 기

록하고 있다. 2019년 11월 1일에 일괄적으로, 분석 범위 내 모든 개별 모

바일 앱에 대하여 최고 순위 기록을 확보하였다. 각 앱이 달성했던 최고

순위 기록을 기준으로, 100위 단위로 1점을 부여하였으며 이를 표로 나

타내면 아래 [표 3-3]과 같다.

[표 3-3] 최고 랭킹 기록 구간별 배점

구간 401위 이하 301～400위 201～300위 101～200위 1～100위

점수 1 2 3 4 5

2) 사용자 만족

가. 별점

행정안전부는 2018년까지는 ‘사용자 만족도’, 2019년 9월 5일 개정 이

후에는 ‘앱 만족도’라는 이름으로 이용자가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받은 모

바일 앱에 대한 평가점수를 모바일 앱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로 사용하였

6) Google Play Developers. https://android-developers.googleblog.com/2019/06/
improved-app-quality-and-discovery-on.html. 접속일 2019.11.21.

7) App Annie. https://www.appannie.com. 접속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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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정안전부, 2018; 행정안전부 예규 제87호, 2019). 이에 본 연구에서

도 해당 지표를 차용하여 사용한다. 아래 [표 3-4]와 같다.

[표 3-4] 앱 만족도 구간별 배점*

구간 1점 미만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3점 미만

3점 이상

4점 미만
4점 이상

점수 1 2 3 4 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8.12.17.)의 공공 앱 성과측정 지표를 일부 수정/차용.

2. 독립변수 : 기관의 특성

1) 기관 특성에 대한 측정지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성과평가는 기관별로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현재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제

공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안전행

정부, 2018). 이러한 목적으로 미루어볼 때, 해당 평가에 따른 평가 결과

는 공공데이터를 생성·제공하는 기관의 공공데이터 운영 전반에 대한 특

성을 파악·평가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공공데이터 생성·관리 기관

의 공공데이터 관련 특성으로서 2018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성과평가

의 평가 결과를 구체적 측정항목으로 삼는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해당 측정항목들을 Gil-Garcia&Pardo(2005)의 특

성요인 범주를 활용하여 재배치하였다. Gil-Garcia&Pardo(2005)의 해당

연구에 대하여 공공부문의 전자정부 구축을 연계한 범주별 성공 요인을

구체적으로 정리·제시한 엄석진 외(2016)의 연구를 추가로 참고하였다.

분류 결과 정보·자료 요인, 정보기술 요인, 조직·관리 요인의 세 범주로

구분되었다. 이에 Gil-Garcia&Pardo(2005)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법률·

규제 요인과 제도/환경 요인은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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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요인에 대한 측정지표 구분

가. 정보·자료 요인

정보·자료 요인의 당면과제는 시스템에 활용되는 정보 및 데이터의

품질 제고이다. 따라서 꾸준한 목록 관리,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 및 피

드백 반영 등 기관이 생성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평가지

표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범주에 포함되는

구체적 측정항목은 보유데이터 목록 관리, 데이터 등록창구 일원화 및

개방데이터 목록 공표,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실적,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수요자 의견(오류신고· 제공) 적기 처리율이다.

나. 정보기술 요인

정보기술 요인의 시스템 운용 편의 및 숙련성과 관련된 지표들이 포

함된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기본적 관리 수준과 관련한 기술적 지표들이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다. 조직·관리 요인

조직·관리 요인은 시스템이 운용되는 조직 내 특성을 반영한 지표들

이 포함된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관리 인력 수급 및 교육, 조직

내 예산 계획, 담당자의 노력과 열의, 조직 외부와의 소통 등과 관련된

기관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3) 각 요인 측정지표의 구체적 근거

각 요인에 해당하는 측정지표의 구체적 근거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

래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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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기관 특성의 구체적 측정항목 및 근거

범

주

구체적 측정항목

(평가지표)

출처(근거)
Gil-Garcia

&Pardo(2005)
엄석진 외(2016)

정

보

·

자

료

보유데이터 목록 관리
-품질 및

법규준수 보증

-자료의 정확성

-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
데이터 등록창구 일원화 및

개방데이터 목록 공표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실적
-파트너

사용자의

지속적인

피드백

-자료의 충분성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사전 고려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수요자 의견(오류신고· 제공)

적기 처리율

-품질 및

법규준수 보증

-사용자 평점 및

리뷰를 반영한

정보 업데이트

정

보

기

술

제공목록별 실제 데이터

등록률

-사용 용이성 -기술의 복잡성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록률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조

직

·

관

리

담당 인력 지정 실적 -프로젝트 팀의

기술 및 전문

지식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험

교육 훈련 시행·참여 실적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교육

예산 계획 수립 및 확보 -계획
-충분한 예산의

확보

신규 데이터 개방 실적 및

노력

-명확, 현실적인

목표 설정 -담당자의 열의와

전문적 능력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실적 및 노력
-관련

이해관계자

명확화
공공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이해관계자의 참여

-프로젝트팀 외부

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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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변수 : 모바일 앱의 특성

1) 정보의 품질 변수의 측정항목

가. 정확성

모바일 앱에 활용된 정보가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모바일 앱 소비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와 모바일 앱이 제공하는 정도의 일치 여부로 파악하였

으며, 앱애니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에 대한 기초 정보를 활용하였다.

검색 대상 기간은 2019년 9월 1일～2019년 9월 30일로 일괄 한정하였으

며, 해당 기간 모바일 앱 소비자의 검색어를 기준으로 두 가지 측정지표

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해당 모바일 앱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검색어 중, 해당 모

바일 앱의 다운로드 순위가 가장 높은 경우를 파악하였다. 가령 ‘내손안

(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은 해당 기간 내에 ‘내손안’, ‘식약처’, ‘식약

청’, ‘식품안전정보’ 등 총 9개 검색어 결과에 대해 다운로드 수 1위를 차

지하였다. 이 경우 기록된 최고 순위는 1위이다. 두 번째로는 해당 모바

일 앱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검색어 경로의 수를 파악한다. 앱애니에서

는 최대 30개까지의 검색어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검색어 경로 개수 최댓

값은 30이다. 이에 최고 순위를 기준으로 한 첫 번째 측정지표를 ‘정확성

1’, 검색 경로 개수를 기준으로 한 두 번째 측정지표 정보를 ‘정확성2’로

정의한다. 수집한 정보를 구간화하여 5점 척도로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3-6], [표 3-7]과 같다.

[표 3-6] 정확성1 구간별 배점

정확성1
최고 순위

5위 이하

최고 순위

4

최고 순위

3

최고 순위

2

최고 순위

1

점수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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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정확성2 구간별 배점

정확성2

유의미한

검색어

부재

검색어
1～10개

검색어
11～20개

검색어
21～29개

검색어
30개

(최댓값)

점수 1 2 3 4 5

나. 적시성

정보의 적시성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고객에게 그들의 선호 또는

필요에 맞춤화된 정보나 서비스를 적절한 때에 제공해주는가에 대한 평

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이정호, 2019). 정보를 모바일 앱에 즉각적으

로 반영하는 수준의 기술적 측면에서는 모바일 앱을 제작할 역량이 있는

개발자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때, 모바일 앱의 수정을

알리는 description 업데이트 주기 변경을 기준으로, 6개월(180일) 주기로

수준을 판단하였으며 아래 [표 3-8]과 같다.

[표 3-8] 적시성 구간별 배점

구간
24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점수 1 2 3 4 5

2) 시스템 품질 변수의 측정항목

가. 디자인

모바일 앱에서의 디자인은 서비스 사용 시 화면 구성의 매력도 정도

에 대한 여부(김선영·오경수, 2015)라고 할 수 있다. 매력도는 다분히 주

관적인 개념이므로 양적인 측정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

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 개발자 페이지에서 디자인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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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테마, 버튼, 체크박스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가이드 항목에

착안하여, 그중 모바일 앱의 인상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아이콘의 연평균 변경 횟수를 계산함으로써 양적인 측면

에서 디자인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아이콘의 변경 횟수는 국

내 모바일 시장 분석 서비스인 모바일 인덱스(http://www.mobileindex.c

om)를 활용하였다. 이에 연평균 변경 횟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면 아래

[표 3-9]와 같다.

[표 3-9] 디자인 구간별 배점

구분 0.2회 이하 0.2～0.4회 0.4～0.6회 0.6～0.8회 0.8회 이상

점수 1 2 3 4 5

나. 인터페이스 편의성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편의성은 모바일 앱의 화면 배치

에 대하여 고객이 지각하는 편리 또는 호감의 정도(이정호, 2019)로 정의

할 수 있다. 이에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이

어서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여 지표로 설정하는 과정에 다소 한계가 존재

함을 미리 밝혀둔다. 모바일 앱 소개 페이지의 모바일 앱 구동 화면 스

크린샷(Screen Shot) 연평균 변경 횟수를 계산함으로써 양적인 측면에서

인터페이스 편의성에 대한 개발자의 노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

으며, 이를 측정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스크린샷의 변경 횟수는 국내 모

바일 시장 분석 서비스인 모바일 인덱스에서 수집하였다. 이에 연평균

변경 횟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면 아래 [표 3-10]과 같다.

[표 3-10] 인터페이스 편의성 구간별 배점

구분 0.2회 이하 0.2～0.4회 0.4～0.6회 0.6～0.8회 0.8회 이상

점수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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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 용이성

모바일 앱의 경우, 거의 모든 앱이 출시 이후 수차례 업데이트를 수행

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앱의 업데이트는 모바일 앱의 기능성 확장, 시

스템 오류의 수정, 이용 편리성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희승·임건신, 2016). 이에 주기적 업데이트는 모바일 앱의 양질의 시

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라 볼 수 있으므로, 평균 업데이트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스템의 이용 용이성을 측정하였다. 이에 업데이트 사이

의 기간, 즉 평균 업데이트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점수를 배점하였고, 구

간 간 기간은 1개월(30일)로 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3-11]

과 같다.

[표 3-11] 이용 용이성 구간별 배점

구간
4개월

이상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1개월

미만

점수 1 2 3 4 5

라. 최신성

모바일 앱에 이용된 정보가 최신 상태를 유지하려면, 근본적으로 해당

모바일 앱에서 최신 정보를 오류 없이 구동하는 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한

다. 이에 시스템 항목에서 최신성은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앱 평가지표에서의 업데이트 최신성 평가항목을 차용,

이를 기준으로 최신성 항목을 측정한다. 가장 최근 업데이트 일시를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앞서 서술된 공공 앱 성과측정 지

표의 기준에 따라 6개월(180일) 기준의 5개 구간으로 분류하고, 각 구간

에 1～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3-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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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최신성 구간별 배점*

구간
24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점수 1 2 3 4 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8.12.17.)를 일부 수정.

마. 기능성

Google Play Store는 개별 모바일 앱 정보 제공 화면에서 ‘권한’ 탭을

통해 해당 앱이 액세스할 수 있는 대상 그룹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시하

고 있다. 가령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의 경우 ‘위치, 휴대

폰, 사진/미디어/파일, 저장용량, 카메라, Wi-Fi 연결정보, 기기 ID 및 통

화정보, 기타’의 8개 그룹에 대해 모바일 앱이 설치되는 기기의 기능을

사용할 권한을 얻는다. 이러한 권한 확보는 해당 모바일 앱 내에서 해당

권한들을 이용한 모바일 앱의 특정 기능 구동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따

라서 모바일 앱 설치 과정에서 해당 모바일 앱이 요구하는 권한 이용 요

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권한과 관련된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 설

치 과정에서 특정 권한 그룹의 이용에 동의하면 추후 해당 권한 그룹 내

세부적 기능 추가는 개발자 측에서 할 수 있다. 이에, 모바일 앱이 요구

하는 권한 그룹의 개수는 모바일 앱에 마련된 기능의 다양성과 비례한다

고 볼 수 있으므로, 모바일 앱이 요구하는 권한의 그룹 개수로 해당 모

바일 앱의 기능성을 측정하였다. 권한 그룹의 개수에 따라 구간을 나누

어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3-13]과 같다.

[표 3-13] 기능성 구간별 배점

권한 개수 0～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점수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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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품질 변수의 측정항목

가. 응답성

응답성은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고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이정호, 2019). 이

에 모바일 앱과 관련해서는 앱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하는 리뷰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87호의 별표 5의 측정지표 ‘이

용자 관리’에서는 이러한 앱 이용자 리뷰에 대한 앱 관리자의 답변율을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였다. 1년 이내 또는 최근 200

건의 리뷰에 대한 답변율을 기준으로 20% 구간마다 점수를 차등 배점하

였으며, 이를 5점으로 수정하여 아래 [표 3-14]와 같이 차용하였다.

[표 3-14] 응답성 구간별 배점*

구간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점수 1 2 3 4 5
*행정안전부 예규 제87호 별표 5(2019.09.05.)를 일부 수정.

나. 접근성

구글은 플랫폼 버전을 기준으로 누적 90% 수준을 새로운 앱 개발 시

의 표적으로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개발 과정

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그림 3-2]와 같은 대시보드를 주기적으로

게시하여, 현재 해당 버전의 Android 플랫폼을 실행하는 기기의 배포율

을 제시해주고 있다. 2019년 11월 21일 현재 제시된 대시보드는 2019년

5월 7일 기준으로 7일간 수집된 데이터이며, 배포율이 0.1% 이하인 버전

은 표시하지 않고 있다. 해당 정보에 근거하여 산출한 Android 4.4

KitKat의 누적분포는 96.20%이며, 이보다 한 단계 위 버전인 Android

5.0 Lollipop은 누적분포 89.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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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Android 플랫폼 버전 대시보드8)

한편, 2019년 9월 5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87호의 별표 5 ‘모바

일 대민서비스 성과측정 지표’에서는 접근성에 대해 두 가지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제시된 ‘하위 OS 버전 지원 여부’ 항목은

Google Play Store에 대해 최소수준 Android 4.4 이하를 지원하는 경우

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2019년 11월 25일 현재 Android 버전은

Android 10까지 업데이트되어 있다. 상위 플랫폼일수록 더 많은 기능과

보안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사양이 낮은 기기에서는 구동되지 않

8) Google Play Developers. https://developer.android.com/about/dashboards. 접
속일 2019.11.21.



- 66 -

으므로, 모바일 앱 개발자는 폭넓은 사용자 확보와 높은 수준의 기능 및

보안성 사이의 적절한 수준에서 모바일 앱의 제작을 결정하게 된다. 따

라서 모바일 앱 제작 시의 버전 선택은 접근성과 기능성·보안성 사이에

서 모바일 앱 제작자가 중요도를 할당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플랫폼 버전의 변화에 따라 누적분포를 계산하여 배점하되, 4.4 하

위 버전인 경우 해당 모바일 앱이 구동되는 기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모바일 서비스 접근성이 커진다고 보고, 버전이 올라갈수록 해당 버전의

누적분포만큼 해당 모바일 앱의 구동되는 기기의 범위가 축소되므로 접

근성이 하락한다고 보았다. 이를 ‘접근성1’로 정의하며 버전 명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배점을 나타낸 표는 다음 [표 3-15]와 같다.

[표 3-15] 접근성1 구간별 배점

행정안전부 예규 제87호의 별표 5 ‘모바일 대민서비스 성과측정 지표’

에서 제시하는 접근성에 대한 또 다른 성과측정 지표는 ‘복수 앱스토어

게시 여부’이다. 이에 Google Play Store, Apple App Store, One Store

각각의 앱스토어에 게시된 경우 등재 앱스토어 수당 점수를 부여하여 다

양한 접근 채널 제공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Google Play Store에 배포된 앱을 기본적 연구대상으로 하였

으므로 이를 1점으로 하고, 다른 앱스토어에 등재된 경우에 추가되는 앱

스토어 수당 2점을 부여하였다. 정리하면 아래 [표 3-16]과 같다.

[표 3-16] 접근성2 구간별 배점

구분
Google Play

Store에만 등재됨

1개 앱스토어에

추가 등재됨

2개 앱스토어에

추가 등재됨
점수 1 3 5

구분
Oreo 이상

(8.0～)

Nougat

(7.0, 7.1)

Marsh-

mallow
(6.0)

Lollipop

(5.0, 5.1)

버전

4.4 이하

점수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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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정성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하여, 모바일 앱의 서비스 개시일을 기준

으로 서비스 기간이 긴 모바일 앱일수록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확보되

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모바일 앱은 서비스 제공 기간이 1

년 이상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1년 이상의 추가적 서비스 기간에 대해

1년(12개월)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배점하였다. 구간별 배점을 정리

하여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3-17]과 같다.

[표 3-17] 안정성 구간별 배점

구간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점수 1 2 3 4 5

라. 신뢰성

송치훈 외(2014)에 따르면 모바일 앱 개발자의 앱 개발 개수는 개발자

의 명성과 연관되어 모바일 앱 소비자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유발한다.

이에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하여 모바일 앱 개발자가 대상 앱 이

외에 개발한 앱의 개수를 측정하여 지표로 활용하였다.

[표 3-18] 신뢰성 구간별 배점

구간 0～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점수 1 2 3 4 5

4. 변수의 측정과 출처의 정리

변수의 개념적 정의 및 측정과 출처는 다음의 [표 3-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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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연구모형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사

1. 신뢰도 검사 : 내적 일관성의 확인

1) 내적 일관성의 확인

각 잠재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수들이 반영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 측

정변수 간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계산하여 판단한다.

Cronbach’s α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바람직하나, 사회과

학에서는 일반적으로 0.6～0.7 수준이면 수용할만한 것으로 여겨진다(노

경섭, 2015; 심준섭, 2013; 이학식·임지훈, 2011). 이에 SPSS 25의 신뢰도

분석을 활용하여 측정항목을 분석하며, Cronbach’s α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변수별 측정항목들 사이의 내적 일관성을 파악한다. 이때, 종속변수

중 ‘사용자 만족’ 변수는 단일 측정항목으로 이루어지므로 내적 일관성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변수별 측정항목과 요약명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변수와 측정항목

종속변수 수 측정항목 요약명

사용 3

누적 다운로드 수 다운수

누적 리뷰 수 리뷰수

분야별 최고 랭킹 기록 랭킹점수
사용자

만족
1 단일 지표이므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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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수 측정항목 요약명

기
관

특
성

정보·

자료
5

보유데이터 목록 관리 자료1

데이터 등록 창구 일원화 및 개방데이터
목록 공표

자료2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실적 자료3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자료4

수요자 의견(오류신고·제공) 적기 처리율 자료5

정보
기술

4

제공목록별 실제 데이터 등록률 기술1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록률 기술2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기술3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기술4

조직·

관리
6

담당 인력 지정 실적 조직1

교육 훈련 시행·참여 실적 조직2

예산 계획 수립 및 확보 조직3

신규 데이터 개방 실적 및 노력 조직4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실적 및 노력 조직5

공공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조직6

매개변수 수 측정항목 요약명

모
바

일

앱

특

성

정보의
품질

3

다운로드가 1위인 키워드 수 정확성1

다운로드가 발생한 키워드 수 정확성2

모바일 앱 개발자의 정보 접근성 적시성

시스템

품질
5

연평균 아이콘 변경 횟수 디자인
연평균 스크린샷 변경 횟수 편의성
평균 업데이트 기간 용이성
접근 가능한 권한의 개수 기능성

최신 업데이트일 최신성

서비스

품질
5

리뷰에 대한 응답 작성 비율 응답성

하위 OS버전 지원 수준 접근성1

복수 앱스토어 게시 여부 접근성2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일자 안정성

모바일 앱 개발자가 개발한 앱의 개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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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적 일관성 확인 결과

종속변수인 사용에 대한 내적 일관성 판단 결과, 3개 측정항목에 대한

α값이 .674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독립변수인 기관 특성의 경우, 정보·자료 요인의 경우 중 ‘자료 2’와

‘자료3’ 2개 항목을 제외하였을 때 α값이 .707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해당

측정항목을 제외하고 일부 수용하였다.

매개변수인 모바일 앱 특성의 경우, 서비스 품질에 대한 5개 측정항목

중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요구하는 최저 측정항목 수준인 3개(이학식·임

지훈, 2011) 수준까지 일부 항목을 제거, 축소하여 보았으나 가장 높은 α

값이 .281에 불과하여 유의한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변수

를 삭제함으로써 모형을 축소한다. 이 경우 서비스 품질 변수를 삭제함

에 따라 모형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나, 서비스 품질 변수를

제외 시 D&M 모형의 초기 버전(1992)과 같은 형태가 되어 이론적 근거

가 아주 파괴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구를 지속하기로 판단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측정항목의 내적 일관성 확인 결과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4-2]와 같다.

[표 4-2] 내적 일관성 확인 결과

변수
초기

측정항목 수

최종

측정항목 수

Cronbach’s

α (최종)
결과

사용 3 3 .833 수용

정보·자료 요인 5 3 .707 일부 수용

정보·기술 요인 4 4 .701 수용

조직·관리 요인 6 6 .701 수용

정보 품질 3 3 .607 수용

시스템 품질 5 5 .650 수용

서비스 품질 5 3 .28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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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도 검사 : 확인적 요인분석

1)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은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constructs로 구성되는 측정모형에 대해 항목 간의 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실시된다(이학식·임지훈, 2011).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잠재요인별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한 다음, 전체 잠재요인들로 구

성되는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다시 평가하고자 한다.

2) 잠재요인별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의 identification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잠재요인의 측정

변수들이 3개 이상이어야 하며, 3개인 경우 적합도가 계산되지 않는다

(이학식·임지훈, 2011). 이에 측정변수들이 3개 이상인 잠재요인들에 대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고, 4개 이상의 측정항목을 가진 잠재요

인들에 한하여 적합도를 판단한다. 가장 기본적인 적합도 지수는 χ² 검

증이지만 영가설이 너무 엄격하여 모형을 너무 쉽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

고,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김주환 외, 2009). 이에 표본

의 크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χ²를 자유도로 나눈 CMIN/DF를

이용하거나(심준섭, 2013), χ² 이외에 절대 적합도 지수와 증분 적합도

지수를 각각 적어도 하나씩 보고하는 것이 권장된다(이학식·임지훈,

2011). 이에 본 연구의 잠재요인별 확인적 요인분석 단계에서는

CMIN/DF와 RMR, GFI, NFI를 기준으로 적합도를 판단한다.

CMIN/DF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2 이하이면 좋은 적합

도, 3 이하이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학자에 따라서는 5 이하이면

인정한다(심준섭, 2013). RMR은 <.05일 때 좋은 적합도, <.10일 때 보통

적합도로 판단하며 GFI, NFI는 >.90일 때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받아들

인다(김주환 외, 2009; 노경섭, 2015, 이학식·임지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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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요인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

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9). 정보·기술 요인 변수의 경우 가장

크게 적합도를 저해하는 ‘기술3’을, 조직·관리 요인 변수의 경우 ‘조직3’,

‘조직1’을 순서대로 삭제하여 적합도를 만족하였다. 시스템 품질 변수의

경우 5개 측정항목에 대하여 적합도는 만족하였으나, 요인부하량 .008로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다고 나타난 ‘기능성’ 측정항목을 삭제하고

다시 계산하였다. 결과를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표 4-3] 잠재요인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9) 첫 번째 방법은, 오차 간 상관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기존 모델을 유지한 채로
적합도를 올려주는 것이다. 이때 상관관계의 설정은 수정 작업을 통해 변수
간 새롭게 설정되는 상관관계의 형성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만 해당 방
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노경섭, 2015, 이학식·임지훈, 2011). 두 번째 방법의
경우 측정항목 자체를 삭제하기 때문에 정보손실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설명력이 매우 적거나 적합도 저해 비중이 큰 항목을 우선으로 제거하여야
한다(이학식·임지훈, 2011).

구분 변수 적합도 측정항목 B C.R. p

종속

변수
사용 해당 없음

다운수 1.000
리뷰수 1.268 5.311 ***
랭킹점수 2.202 4.405 ***

독립

변수

정보·

자료

요인

해당 없음
자료1 1.000
자료4 4.465 10.848 ***
자료5 1.666 7.854 ***

정보·

기술

요인

해당 없음

기술1 1.000
기술2 3.283 7.230 ***
기술4 2.356 7.915 ***
기술3 삭제

조직·

관리

요인

χ²/DF .692

RMR .010

GFI .996

NFI .997

적합

조직2 1.000
조직4 2.919 7.473 ***
조직5 3.257 8.244 ***
조직6 3.398 8.402 ***
조직1 삭제
조직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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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잠재요인 확인적 요인분석

전체 잠재요인을 대상으로 한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정보·자료요

인 변수의 측정항목 ‘자료1’의 오차에 음의 공분산이 나타나는 Heywood

case가 발생하여 이를 우선 해결하였다.10) 이후 진행한 2차 분석의 결과

χ²=731.635, DF=156, CMIN/DF=4.690, RMSEA=.136, TLI=.648 등으로

10) Heywood case는 측정변수의 오류가 0보다 작다는 의미로서 통계적 상식에
맞지 않으며, 이 경우 구조모형 분석 결과는 부적절한 해를 산출할 수 있다
(이학식·임지훈, 2011). Amos 프로그램을 제작한 IBM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으로 추정방법을 최대우도법(Maximum-Likelihood) 대신 일반화
최소제곱 추정방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s)이나 비가중 최소제곱
추정방법(ULS; Unweighted Least Squares)으로 변경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으나(IBM Support, https://www.ibm.com/support/pages/a
mos-states-some-model-variance-values-are-negative, 검색일 2019.12.08.). 이 경
우 분석의 적합도 결과가 제한적으로 산출되는 문제가 있다.
Heywood case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오차분산을 ‘0’에 가까운

매우 작은 값으로 고정하거나, 문제와 관련된 항목을 제거하거나, construct
의 요인부하량들을 동일하게 제약하는 방법이 있는데(이학식·임지훈,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방법 중 오차분산을 ‘0’에 가까운 값으로 고정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에 해당 측정항목의 오차분산을
.005로 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경우, 오류의 해결을 위해 연구자가
임의로 특정 값을 설정함에 따라 실제의 표본값을 왜곡함으로써 적합도를 저
하할 수 있다는 한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이학식·임지훈, 2011). 이에 측
정오차를 반영하는 구조방정식 분석의 장점을 일부 포기하는 한계를 인정하
고 명시하고자 결과의 제시와 함께 비고에서 해당 항목을 표시하였다.

매개

변수

정보

품질
해당 없음

적시성 1.000

정확성1 4.304 3.123 .002

정확성2 2.876 3.292 ***

시스템

품질

χ²/DF 4.335

RMR .055

GFI .969

NFI .949

적합

디자인 1.000

편의성 1.185 18.787 ***

용이성 .301 5.171 ***

최신성 .174 3.090 .002

기능성 삭제

B : 요인부하량, C.R.: 개념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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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적합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였다.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개

선하는 방법은 오차 간 공분산 또는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방법과, 적합

도를 저해시키는 측정항목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이학식·임지훈,

2011). 별도의 이론적 기반이 없다면, 우선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기존의

모델을 유지한 채 적합도가 향상되는 것이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파괴하

지 않아 좀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평가되므로(노경섭, 2015), 첫 번째 방

법부터 우선 적용하여 적합도를 향상하였다. 그런데도 적합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하여 적합도 저해 비중이 큰

조직·관리 요인 변수의 ‘조직2’, 시스템 품질 변수의 ‘최신성’ 항목을 제

거함으로써 경로 도형을 최종 수정하였다11).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한 결과, χ²=359.794,

DF=138, p=.000, CMIN/DF=2.607, RMSEA=.090, TLI=.814로 나타났다.

TLI의 경우 .9에 미치지 못하지만, CMIN/DF와 RMSEA에서 적합도 조

건을 만족하였다. 이에 아주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적합도를

갖는 모형으로 수정이 완료되었다. 전체 잠재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

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4-4]와 같다.

[표 4-4] 전체 잠재요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1) 첫 번째 방법은, 오차 간 상관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기존 모델을 유지한 채
로 적합도를 올려주는 것이다. 이때 상관관계의 설정은 수정 작업을 통해 변
수 간 새롭게 설정되는 상관관계의 형성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만 해당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노경섭, 2015, 이학식·임지훈, 2011).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동일 변수 내 측정항목의 오차들에 대해서만 오차 간 공분산을 설정하
였다. 두 번째 방법은, 측정항목 자체를 삭제하기 때문에 정보가 손실되는 문
제가 발생한다(이학식·임지훈, 2011). 따라서 설명력이 매우 적거나 적합도
저해 비중이 큰 항목을 우선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한다.

구분 변수 측정항목 B λ C.R. p 비고

종속
변수

사용
→ 다운수 1.000 0.608
→ 리뷰수 2.029 0.999 7.671 ***
→ 랭킹 1.844 0.616 6.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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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성 타당성(Construct Validity)

구성 타당성은 잠재요인과 측정변수 간의 일치성 정도에 관한 것으로

집중 타당성, 판별 타당성, 법칙 타당성의 세 가지에 의해 평가된다(노경

섭, 2015; 이학식·임지훈, 2011). 타당성 검증을 위한 조건으로는 비표준

화 요인부하량(Regression Weights의 Estimate)에서의 개념 신뢰도 C.R.

(Critical Ratio) 값이 p<.05 기준에서 1.96 이상이어야 한다(노경섭,

2015). 위 [표 4-4]에서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모

든 항목의 C.R. 값이 p<.05 기준에서 1.96 이상이므로 타당성 검증을 위

한 기본적인 검증 조건을 만족한다.

독립
변수

정보·
자료
요인

→ 자료1 1.000 0.645 H
→ 자료4 1.686 0.780 7.867 ***
→ 자료5 .498 0.930 10.885 ***

정보
기술
요인

→ 기술1 1.000 0.860
→ 기술2 3.568 0.570 10.872 ***
→ 기술4 2.366 0.786 7.746 ***

조직·
관리
요인

→ 조직4 1.000 0.626
→ 조직5 1.106 0.894 7.866 ***
→ 조직6 1.138 0.943 7.983 ***

매개
변수

정보
품질

→ 정확성1 1.000 0.628
→ 정확성2 .897 0.609 8.100 ***
→ 적시성 .263 0.999 7.111 ***

시스템
품질

→ 디자인 1.000 0.547
→ 편의성 1.043 0.518 13.746 ***
→ 용이성 .290 0.613 8.124 ***

적합도
χ²=359.794, DF=138, p=.000, CMIN/DF=2.607,
RMSEA=.090, TLI=.814

비고(H)
Heywood Case의 발생으로,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오차분산을 .005로 지정한 한계를 명시함

B : 요인부하량, λ : 표준화 요인부하량, C.R.: 개념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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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중 타당성(수렴 타당성, Convergent Validity)

집중 타당성은 하나의 잠재요인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측정 도구가 상

관관계를 갖는 정도에 관한 것으로(이학식·임지훈, 2011), 어떤 하나의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했다면 측정값 간에

상관관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노경섭, 2015). 집중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표준화 요인부하량 λ가 .5 이상(.7 이상이면 바람직

함)인지, 평균분산추출(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이 .5 이

상인지, 개념 신뢰도(ρ 또는 C.R.) 값이 .6 이상(엄격하게는 .8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으며(심준섭, 2013; 이학식·임지훈,

2011) 검증 기준은 세 가지이지만 이 중 한 가지 값만 계산하여 제시하

여도 무방하다고 본다(노경섭, 2015). 앞서 적합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에

서 λ 값이 .5 이하인 서비스 품질 변수의 ‘기능성’, ‘최신성’ 측정항목을

우선으로 삭제함에 따라, 위 [표 4-4]에 남아있는 측정항목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 λ는 모두 .5 이상이므로 집중 타당성을 만족하였다.

나.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판별 타당성은 한 잠재요인이 실제로 다른 잠재요인과 얼마나 다른가

에 관한 것으로(이학식·임지훈, 2011), 구성개념 간의 개념적 중첩이 존

재하는지를 판별하여 잠재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서로 다른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심준섭, 2013).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는 첫 번째로 평균분산추출(AVE) 값과 상관계수를 활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상관계수와 표준오차로 신뢰구간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신뢰구간을 형성하는 두 번째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경우, 상관계수(ρ)에 표준오차(S.E.)를 2배 한 값을 더하

거나 뺀 범위, 즉 (ρ ± 2 × S.E.)에 1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아래 [표

4-5]와 같이 분석한 결과, 모든 잠재요인이 판별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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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신뢰구간 방법에 따른 판별 타당성 검토

다. 법칙 타당성 (Nomological Validity)

법칙 타당성(이해 타당성)은 한 잠재요인의 측정 도구와 다른 잠재요

인의 측정 도구의 상관관계와 관련된 개념으로, 가령 잠재요인 A와 B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밝혀지거나 논리적

으로 수용되는 경우, 각 잠재요인의 측정 도구 간의 상관관계가 정(+)으

로 나타난다면 그 측정 도구들은 법칙 타당성을 갖는다고 본다(이학식·

임지훈, 2011). 즉 측정 대상 간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타당성을 확인해

야 한다(노경섭, 2015). 현재까지의 분석 및 연구의 가설에서는 잠재변수

간의 연관성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들 간의 관계가 이미 파악된 것은

아니기에 법칙 타당성을 판단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잠재요인 ρ 2*S.E. - + 결과
정보자료↔정보기술 0.448 0.028 0.420 0.476 타당

정보자료↔조직관리 0.028 0.018 0.010 0.046 타당

정보자료↔정보품질 0.147 0.082 0.065 0.229 타당

정보자료↔시스템품질 0.118 0.090 0.028 0.208 타당

정보자료↔사용 0.113 0.050 0.063 0.163 타당

정보기술↔조직관리 0.236 0.012 0.224 0.248 타당

정보기술↔정보품질 0.072 0.044 0.028 0.116 타당

정보기술↔시스템품질 -0.050 0.048 -0.098 -0.002 타당

정보기술↔사용 -0.034 0.028 -0.062 -0.006 타당

조직관리↔정보품질 0.073 0.034 0.039 0.107 타당

조직관리↔시스템품질 -0.025 0.038 -0.063 0.013 타당

조직관리↔사용 -0.031 0.020 -0.051 -0.011 타당

정보품질↔시스템품질 0.408 0.220 0.188 0.628 타당

사용↔정보품질 0.769 0.182 0.587 0.951 타당

사용↔시스템품질 0.651 0.168 0.483 0.819 타당

ρ : 상관계수, S.E.: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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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구조방정식 경로 모형 분석

1. 구조방정식 경로 모형

1) 구조방정식 경로 모형의 도출

앞서 내적 타당성 확인을 위한 신뢰도 검사와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

한 타당성 검사를 거쳐 연구모형을 축소, 수정하여 경로 분석을 시작하

였다. ‘자료4’, ‘기술2’ 측정항목에서 Heywood Case가 발생하여 이전과

같이 오차분산을 .005로 지정하고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해당 경로 모형

의 적합도는 χ²=376.937, DF=125, p=.000, CMIN/DF=3.015, RMR=.133,

GFI=.832, TLI=.775, RMSEA=.101 등으로 적합도 지수를 만족하지 못하

고 있다. 이에 Modification Indices를 기준으로 모델을 수정하였다12).

수정 진행 결과, χ²=332.082, DF=122, p=.000, CMIN/DF=2.722, 절대

적합도 지수 RMR=.105, GFI=.843, RMSEA=.093으로 나타났으며, 증분

적합도 지수 NFI=.798, CFI=.859, TLI=.823으로 수정되었다. 이에 모든

적합도 지수를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χ²와 GFI 등은 표본 특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CMIN/DF<3, RMSEA<.1의 일부 적

합도 지수의 만족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 외 GFI, CFI, TLI도 .8 이

상으로 수정이 완료되었다. 수정된 구조모형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 [그

림 4-1]과 같으며, 파란색 화살표는 유의한 경로를 나타낸다.

12) 구조방정식의 수정 규칙으로 노경섭(2015)은 동일한 외생 잠재변수 내에 속
하는 측정오차 간에 상관관계를 만들 것, 동일한 내생 잠재변수 내에 속하는
측정오차 간에 상관관계를 만들 것, 내생변수 간 인과관계가 없는 구조오차
간에 상관관계를 만들 것을 제시하고 있다(노경섭, 2015). 다른 변수 간의
Cross-Loading이 발생할 경우, 적합도는 향상되지만 판별 타당성을 저해하게
되어, 해당 항목들이 개별 측정항목의 주요 요건인 단일 차원성을 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이학식·임지훈, 2011). 또한, Modification Indices를 통한 모델
수정은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수집하여 분석한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노경섭, 2015) 변수 간 새롭게 설정되는 상관관계
의 형성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만 해당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이학
식·임지훈, 2011). 이러한 기본적 수정 규칙을 준수하여 모델을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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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최종 구조방정식 경로 도형

2)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석

직접효과(Direct Effects)는 한 잠재요인이 어떤 잠재요인을 거치지 않

고 다른 잠재요인에 직접 미치는 영향의 크기이며, 간접효과(Indirect

Effects)는 한 잠재요인이 어떤 잠재요인을 거쳐 다른 잠재요인에 미치

는 영향의 크기이고, 총효과(Total Effects)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

한 것이다(이학식·임지훈, 2011). 매개변수, 허위변수, 혼란변수 등의 존

재로 변수 사이에 미치는 효과 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심준섭, 2013).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궁극적 사용에

대해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처

럼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이에 Amos의 분석 결과에서 표준화 경로계수로 나타나

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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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표준화 직접효과·간접효과·총효과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외생변수(X)→매개변

수(M)의 표준화 요인부하량’과 ‘매개변수(M)→최종변수(Y)의 표준화 요

인부하량’을 곱함으로써 X가 M을 거쳐 Y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고, 부

트스트랩 등을 이용해 해당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다(노경섭,

2015). 그러나 본 연구 분석 모델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없는

데, 이는 외생변수 간 상관관계를 설정하였기 때문이다(노경섭, 2015)13).

그 결과 Amos에서 제공하는 결과에서는 위 [표 4-6]과 같은 한정적 정

보만 획득할 수 있고, 독립변수인 정보·자료특성, 정보기술특성, 조직·관

리특성이 최종적인 종속변수인 사용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구체적 경로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매개변수인 정보품질, 시스템품질에 미치는 효과만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Amos의 결과표에서는 직접효과 항목에서 제

시되지만 연구 모델 전체에서는 외생 독립변수(X)→매개변수(M)의 관계

에서 나타나는 효과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최종적인 종속변수에 대한 간접

효과의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3) 이에 본 연구는 매개변수의 간접효과에 대한 파악을 포기하면서까지 외생
변수 간 공분산을 설정하는 선택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
다. 이러한 필요 때문에 본 연구는 이후 연구모형 분석 단계에서 가설 검증
에 앞서 외생변수 간 공분산을 설정한 이론적 근거를 적시하고, 유의한 공분
산 관계에 대한 해석을 진행한다.

영향받는

변수

영향주는

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사용

직접효과 직접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정보·자료특성 -.024 -.129 -.060 -.060

정보기술특성 .143 .188 .160 .160

조직·관리특성 .117 -.048 .062 .062

정보 품질 .666 .666

시스템 품질 .345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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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의 분석

1) 외생변수 간 공분산(Covariance)의 설정 및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은 일반적으로 경로 분석에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외

생 잠재변수 간 공분산(Covariance)을 설정하는데, 이는 서로 상관관계

가 있다고 가정함을 의미한다(이학식·임지훈, 2011). 공분산은 -∞～∞

사이의 값을 가지며, 절댓값의 크기가 클수록 두 확률변수 간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공분산의 절댓값은 비교를 위한 절대적 의

미의 수치가 아니므로 –1～1로 표준화한 상관계수를 통해 비교한다. 이

에 상관계수가 0에서 멀어질수록 두 변수 간 상관성이 크다(노경섭,

2015). 따라서 이론적으로 연구모델의 외생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생변수 간 공분산 관계를 설정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진행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형성한 연구모델의 이론적 근거를 재고해보고자 한

다. 본 연구는 Gil-Garcia&Pardo(2005)의 연구를 Delone&McLean 모형

에 접목하여 연구모델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모델의 구조를 고려

할 때 외생변수인 공공데이터 생산·관리 기관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근

거는 Gil-Garcia&Pardo(2005)의 연구에 있다. 해당 연구는 일정 기간 내

게재된 관련 문헌의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전자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성공 요인을 추출하여 체계화한 것으로서, 각 범주에 속하는 성공

요인들은 절대적인 배타성이나 독립성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해당 연구에

서 체계화되기 이전에는 중복적으로 포섭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고려할 때, 외생변수인 기관의 특성은 서로 독립

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호 간 상관관계를 설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공분산 관계를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경로 도형을

형성하였다.

해당 외생변수 간 공분산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자료

특성과 정보기술특성이 p<.001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서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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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특성이 높아 공공데이터의 사

용 용이성 및 기술적 복잡성과 관련된 기술적 처리·관리 역량이 높은 중

앙행정기관일수록, 이러한 기술적 역량을 토대로 형성되는 공공데이터의

정보·자료는 공공데이터 목록 관리를 통한 조직 전사적 자료 관리가 수

월하고, 오류 발생 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 정보·자료특성 수

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서로 양의 공분산 값을 갖는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정보·자료특성과 조직관리특성이 p=.004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직

관리특성이 높아 인력 확보, 교육, 조직 내 명확한 목표 설정 등으로 공

공데이터 관리자의 범위 및 역량 수준을 확실히 하는 조직적 관리가 이

루어진 중앙행정기관일수록,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명확한 책임 소지를

가진 공공데이터 관리자에 의해 형성되는 공공데이터의 정보·자료 수준

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서로 양의 공분산 값을 갖는 정

(+)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정보기술특성과 조직·관리특성은 p=.738로서 서로 유의한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술적 역량을 갖춘 인재의 확보와

그러한 인력에 대한 조직적 관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

력에 대한 조직·관리적 투자가 기술적 역량의 확보로 이어지기까지는 학

습·현장경험 등을 거칠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두 특성 간

공분산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2) 검증된 가설의 분석 결과

내적 일관성 검사와 타당성 검사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변수가 제거

되어 매개변수가 하나 줄어들며 연구모형이 축소됨에 따라, 초기 가설

중 일부는 최종 확정된 구조방정식 경로 모형으로 검증할 수 없었다. 적

합성 형성 과정에서 삭제된 가설을 제외하고 진행한 가설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아래 [표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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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연구 가설 분석 결과

h1-1에서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정보·자료 관련 특성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에 활용된 정보의 품질에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측하였으나, p=.790으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h1-2는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정보기술 관련 특성이 공

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에 활용된 정보의 품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p=.135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h1-3에서는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조직·관리 관련 특성

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에 활용된 정보의 품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p=.174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h2-1에서는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정보·자료 관련 특성

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의 시스템 품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p=.132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경로　 B λ S.E. C.R. p 결
과

h1-1 정보품질 ←
정보·자료

특성
-.019 -.024 .072 -.267 .790 기

각

h1-2 정보품질 ←
정보기술

특성
.056 .143 .037 1.495 .135 기

각

h1-3 정보품질 ←
조직·관리

특성
.029 .117 .022 1.359 .174 기

각

h2-1 시스템품질 ←
정보·자료

특성
-.521 -.129 .346 -1.506 .132 기

각

h2-2 시스템품질 ←
정보기술

특성
.368 .188 .164 2.248 *

.025
채
택

h2-3 시스템품질 ←
조직·관리

특성
-.060 -.048 .095 -.627 .531 기

각

h4-1 사용 ← 정보품질 1.313 .666 .457 2.874 **
.004

채
택

h5-1 사용 ← 시스템품질 .136 .345 .039 3.447 *** 채
택

B : 요인부하량, λ : 표준화 요인부하량, S.E.: 표준오차, C.R.: 개념신뢰도
* : p<0.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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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2의 경우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정보기술 관련 특성

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의 시스템 품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고, p=.025<.05로서 최저유의수준을 만족하였다. 이에 공공데이

터 생산·관리 기관의 기술적 특성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의

시스템 품질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2-3에서는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조직·관리 관련 특성

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의 시스템 품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p=.531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h4-1의 경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의 정보 품질이 사용자의

모바일 앱 사용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고, p=.004로서 유

의수준을 만족하였다. 이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에서 제공되

는 공공데이터를 비롯한 해당 모바일 앱의 정보 품질은 모바일 앱 사용

자의 사용 수준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5-1의 경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의 시스템 품질이 사용자

의 모바일 앱 사용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고, p<0.001의

높은 유의수준을 만족하였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이 제작한 공공 앱 혹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이 제작한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모바일 앱의

시스템 품질 수준이 모바일 앱 사용자의 사용 수준에 정(+)의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분석 결과의 해석

1) 검증된 가설의 실질적 의미에 대한 해석 및 사례

h2-2의 검증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정보기술 관련

특성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의 시스템 품질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정보기술

관련 특성으로는 공공데이터의 등록률, 제공주기 준수율 등이 있는데, 이

와 관련된 기술적 처리 수준이 높을수록 모바일 앱 개발자가 해당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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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모바일 앱 운영에 활용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활용 앱에 대하여 모바일 앱 제작자가 공공데

이터의 직접적 생산·관리 및 제공기관인 공공앱의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히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임의의 민간 개발자가 선택

하여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활용사례 앱까지를 모두 공공데이터 활용 모

바일 앱으로 설정한바,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

관의 정보기술 관련 특성이 공공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해당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의

미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아래 [그림 4-2]에 나타난 국토교통부 공공

데이터 활용사례 앱 ‘교통정보 CCTV’에 대한 리뷰와 그에 대한 개발자

의 답변을 살펴본다.

[그림 4-2] ‘교통정보 CCTV’ 모바일 앱의 리뷰와 답변

모바일 앱의 실행 오류에 대한 리뷰에 대하여, 개발자는 제공되는 공

공데이터인 교통정보센터 서버의 응답 속도가 느리므로 모바일 앱에서의

구현이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다. CCTV 영상 송출 서버의 관리는 정보

기술적 특성의 측면이다. 이에 공공데이터 생산·제공기관의 정보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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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모바일 앱의 시스템 구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가설 h2-2를 지지한다.

h4-1의 검증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에서 제공되는 공공

데이터를 비롯한 해당 모바일 앱의 정보 품질은 모바일 앱 사용자의 사

용 수준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h5-1의 검증으로 중

앙행정기관이 제작한 공공 앱 혹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이 제작

한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모바일 앱의 시스템 품질 수준이 모바일 앱 사

용자의 사용 수준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스마

트 정부에서 행정서비스 제공 수단 및 공공데이터 활용 수단으로 주목받

는 모바일 앱은 현실 수요 및 사용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다. 이에 공공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 평가·관리 정책, 그리고 공공데이

터 활용의 우수사례로 공공데이터 활용 앱을 제시하는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은 현실에서의 직접적 수요 및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타당한 정책임

을 시사한다.

2) 기각된 가설에 대한 재고 및 사례

h1-1, 2, 3에서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정보·자료, 정보기

술, 조직·관리 특성이 모바일 앱에 활용된 정보의 품질에 영향을 줄 것

이라는 예측의 기각과 관련하여, 모바일 앱에 사용되는 정보의 범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으로서의 모바일 앱을 공공 앱과 공공데이

터 활용사례 모바일 앱으로 한정하였으나, 해당 모바일 앱에는 공공데이

터 외에 다른 정보들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

우에 h-1에서 가정한 것과 같은 상관관계가 지지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는 모바일 앱의 주목적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 행정서비스를 처리하는 앱, 민간의 수익기능을 수행하는 앱 등 다양

한 정보 활용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 활용 방향의 차이에

의해서도 상관관계가 지지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검증된 가설

인 h2-2와 비교해봤을 때,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델에서는 측정오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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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될 ‘매개변수의 독자성’이 크게 작용함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h1-1, 2, 3의 기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그림 4-3], [그림

4-4]에서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앱인 ‘공사알리미’, ‘부동산다

이어트’ 모바일 앱의 리뷰와 답변을 살펴본다.

[그림 4-3] ‘공사알리미’ 모바일 앱의 리뷰와 답변

[그림 4-4] ‘부동산다이어트’ 모바일 앱의 리뷰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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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사용자의 요청에 대하여, 개발자는 공공데이터 제공기관으

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의 형태가 실제의 수요와 불일치하다는 답변을 하

고 있다. 반면 개발자 스스로는 2015년부터 관련 DB를 수집하고 있으며

별도로 리스트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있다고 답변하거나(‘공사알리미’ 앱),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명시한다(‘부동산다이어트’ 앱). 이에,

개발자에 의한 모바일 앱의 정보 품질은 약 4년 이상의 관련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거나,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점검하는 등 상당한 수준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발자 개인의 역량에 근거한 것으로, 활용

된 공공데이터의 정보 품질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데

이터 생성·제공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특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부

존할 수 있다.

가설 h2-1의 기각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 생산·관리 기관의 정보·자

료 관련 특성은 모바일 앱에 활용되는 정보로서의 공공데이터의 개방 수

준 및 품질 수준과 관련된 변수이므로, 단순히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수단인 모바일 앱이 갖는 미적 디자인이나 인터페이스 편의성, 기술적

측면의 이용 용이성이나 기능성 등의 시스템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목록 관리, 목록 공표, 활용도

제고 등 기관 내부적 차원에서의 정보·자료 활용도 개선 노력은 이미 모

바일 앱을 제작할 수준의 기술적 역량을 갖춘 개발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설 h2-3의 기각 역시 가설 h2-1의 기각과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생산·관리 기관의 조직·관리 특성은 공공데이터의 원활

한 관리 및 제공을 위한 기관 내 조직적 관리 수준에 대한 측정항목에

기초하므로, 이 역시 공공데이터 활용 수단에 불과한 모바일 앱의 시스

템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기관 내부에서 공공데이

터 생성·관리 개선을 위한 인력 확보, 예산, 교육 등의 노력이 공공앱의

제작이나, 민간에 의한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에 직접 투입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수준까지 확보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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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의 본질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활용의 실질적·현실적 현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탐구이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스마트 정부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모바일 앱을 살펴보았는데, 정부 부

문에서 제작·제공하는 공공앱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개

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이 제작한 활용사례 앱까지 범위를 넓혀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탐색적 조사 단계는 스마트

정부 시대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활용 수단으로서 주목받는 모바일 앱

에 대한 현황 분석의 의의가 있다.

탐색적 조사 이후에는 공공데이터의 생산·관리 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인 경우에 한하여 다운로드 수, 리뷰 수, Google Play Store의 분야별 최

고 랭킹기록 등 사용자 관점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통해 공공데이

터 활용 모바일 앱의 사용을 측정하였고, 모바일 앱의 정보 품질·시스템

품질에 대해서도 객관적 하드 데이터에 기반하여 해당 특성을 측정하였

다. 이에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역량 및 특성이 최종 사용자에게 다다르는 과정을 주목하였다.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초분석 이후, 확보된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접근을 통해 공공데이터 생산·관리 기관의 특성이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

일 앱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에 Delone과 McLean

의 정보시스템 성공모델과, Gil-Garcia와 Pardo의 정보시스템 구축 성공

요인 연구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였고, 모형을 일부 축소하

여 모형의 정합성을 확보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중앙

행정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200개의 모바일 앱에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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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 모형의 형성 과정에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외생적 잠재

변수로서 독립변수 간에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해당 공분산이 나타내는

외생적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데이터 생산·관리 기관의 정보·자료특성과 정보기술특성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공

공데이터의 사용 용이성 및 기술적 복잡성과 관련된 기술적 역량이 높은

중앙행정기관일수록 이러한 기술적 역량을 토대로 형성된 공공데이터의

정보·자료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므로 두 요인은 서로 정(+)의 상관관계

에 있다. 둘째, 기관의 정보·자료특성과 조직·관리특성에 정(+)의 상관관

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력 확보, 담당자 교육, 명확한 목

표 설정 등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자의 범위 및 역량을 명확히 하는 조직

적 관리가 이루어진 기관일수록, 해당 공공데이터 관리자에 의해 형성되

는 공공데이터의 정보·자료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셋

째, 기관의 정보기술특성과 조직·관리특성은 서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술적 역량을 갖춘 인재의 확

보와 해당 인력에 대한 조직적 관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력에 대한 조직·관리적 투자가 기술적 역량의 확보로 이어지기까지는

해당 공무원이 학습·현장경험 등을 겪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

문이라고 해석된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경로 모형으로 표현되는 연구 가설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의 정보기술특성은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의 시스템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공데

이터 활용 모바일 앱에 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데이터 등록률, 제공주기

준수율 등 기술적 처리 수준이 높을수록 기관의 정보기술특성이 높게 나

타나는데, 이 경우 모바일 앱 개발자가 해당 공공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모바일 앱 운영에 활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이 모바일 앱의 시스템 품질

향상에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둘째, 기관의 정보·자료특성은 공

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목록 관리, 목록 공표, 활용도 제고 등 기관 내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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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의 자료 활용도 개선 노력이 모바일 앱을 제작하는 수준의 기술

적 역량을 이미 갖춘 개발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

고 해석된다. 셋째, 기관의 조직·관리특성은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

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관

내부에서의 공공데이터 생성·관리 개선을 위한 인력 확보, 예산, 교육 등

조직·관리적 노력이 공공데이터를 비롯한 활용 정보 및 해당 모바일 앱

의 운영 시스템에 직접 투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상관관계가 유의

미한 수준까지 확보되지 못했다고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활

용 모바일 앱에 활용된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은 모두 종속변수인 모

바일 앱의 사용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

과는 스마트 정부에서 행정서비스 제공 수단 및 공공데이터 활용의 수단

으로 주목받는 모바일 앱의 의의를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모바일 앱과 관련하여, 공공앱에 대한 주기적 평가·관리 정책과

공공데이터 활용의 우수사례로 공공데이터 활용 앱을 제시하는 공공데이

터 관련 정책은 공공데이터의 현실적·직접적 수요와 연계되는 타당한 정

책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일반 국민의 접근이 용이하

고 정부 역시 주목 중인 모바일 앱을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현실적 수

요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성과를 측정 시도한 탐색적 연구로서 의

의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에 정부 주도의 공공 앱뿐 아니라 민간이 제작

한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앱을 포함, 공공데이터 파급 주체로 민간부문을

포섭하여 행정 주체의 범위를 민간 영역에까지 확장한다. 셋째, 단순히

제공되는 대상 자체로서 모바일 앱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 이

면의 행위자인 공공데이터 생성·관리 기관의 특성을 영향요인으로 분석

함으로써 향후 시사점을 제시한다. 넷째, 하드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자의

사용 수준을 최종 종속변수로 설정함으로써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공공데이터의 활용 중심적 시각에 이바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데이터

의 순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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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 연구의 시사점

첫째,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양태 중에, 한국 행정환경

에서 일반 국민 대부분에게 접근이 쉽고 정부 측면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활용

의 성과를 측정하는 탐색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연구 과정에서는 종

속변수 및 매개변수의 구체적 측정항목으로 Google Play Store 등에 공

개되어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접하고, 실제 현황을 반영하는 지표들을

활용함으로써 사용자 일반의 수요에 좀 더 근접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

였다. 이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직접 인지하지 않더라도 공공데이터를

실제로 소비하고 평가하는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을 바

라보고 있다.

둘째, 연구대상의 선정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 앱뿐만 아니라 민간이

제작한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앱을 포함함으로써, 공공데이터 파급의 주

체에 민간부문까지 포섭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중 공공 앱이 아닌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앱의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된 공공데이터

중 어떤 공공데이터를 선택하고 활용하여 모바일 앱으로 제작하는지는

철저히 민간 개발자의 영역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민간 모바일 앱 개발

자를 공공데이터 확산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은 행정 주체의 범위를 민간

영역에까지 확장하는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을 매개변수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데이터 생산·관리 주체인 기관의 특성을 살펴봄으로

써,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 자체의 성패가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

는 공공데이터 제공자, 또는 공공 앱 제작자로서의 정부를 인식한다. 이

에 단순히 모바일 앱, 정부의 포털 사이트, 전자행정 등 제공되는 대상

자체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대상 이면의 정부 행위자들의 영향

력을 살펴보고 향후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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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생산·관리 주체인 기관의

정보기술적 특징은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의 시스템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의 시스템 품질은 궁극적으로 해당

모바일 앱의 사용과 직결되므로, 공공데이터 생산·관리 기관의 정보기술

적 역량 향상은 모바일 앱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 기관은 공공데이터 관련 기술적 능력의 향상

을 위해 능력 있는 외주업체를 선정하는 등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거나, 기술적 문제 또는 유용성 등을 소통하는 피드백 창구 개설을 적

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앞서 제시된 논의를 종합할 때,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의 본질

적 가치에 대한 활용 중심적 시각에 이바지하며, 영향요인의 근거를 공

공데이터의 생성·제공 주체인 공공부문으로부터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

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 활용 → 수요 표출 → 추가 개방 → … 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관계를 모색한다고 볼 수 있다. 공급과 수요의 관계

는 본질적으로 쌍방향적 관계이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강조가 공공데이터 개방의 질적 제고를 모색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활용 관점에 대한

탐색적 논의 및 구체적 대상을 통한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장기적으

로는 공공데이터의 선순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기여한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Google Play Store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 앱 및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앱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Apple App Store나 One

Store를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앱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9

년 9월 5일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87호 별표5에 신설된 접근성

항목을 보면, 이러한 다른 모바일 앱 게이트웨이까지 포섭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자 관점의 접근을 지향한바, 다른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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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들을 분석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해당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획

득 가능한 사용자 평가 및 반응 정보를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다

양한 앱스토어를 모두 포섭하는 후속 연구 때문에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측정항목 데이터는 매우 급격하고

단절적으로 변화하는 휘발성 데이터이다. 이에 데이터의 시간적 정합성

을 위하여 단기간의 조사 기간에 데이터 수집을 완료하고자 노력하였으

나 해당 기간 내에도 계속되는 데이터의 변화 및 모바일 앱의 배포 중단

등으로 데이터 정리에 문제를 겪었다. 이에 본 연구보다 높은 수준의 기

술적 알고리즘을 통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확

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본 연구보다 더욱 현실 적합

도가 향상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셋째,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한 모바일 앱을 탐색적으

로 연구하며,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거시적 조망을 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이에 공공데이터의 활용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 몰두하여

조사 대상 모바일 앱들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이

에 모바일 앱의 목적이나 성격, 공공데이터가 활용되는 수준 등 개별 모

바일 앱들의 구체적 정보를 반영한 소규모 사례에 관한 사례분석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검색 및 수집한 경성 자료(hard data)

를 기반으로 수행되었고, 이에 수집된 경성 자료의 특성으로 인하여 연

구자의 임의에 따라 5점 척도 구분이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통계분석 결과는 엄밀한 리커트 5점 척도 등을 통해 측정, 수집된 자료

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통계분석 결과와 상이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형성하기 전 모형의 적합성을 제고하는 과정에

서 삭제된 변수 및 측정항목들의 경우 실제로는 종속변수들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으나, 연구자의 불찰로 인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는 표준화된 척도 및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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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하거나, hard data에 기반하더라도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함으로

써 자료를 왜곡 없이 변환시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 성공의 결정요인 모형을 적용하는 과정

에서 다른 목적으로 수행되었을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를 무리하게 인용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와 실제 공공데이터 정

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결정요인은 다른 차원의 논의일 가능성이 존재

한다. 이는 공신력을 가진 해당 평가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연구자의 욕심에 의하여 측정항목의 설정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

으므로, 후속 연구는 측정항목의 구성 단계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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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since public information transparency policies including the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Act> took effect

in 2013, research on public open data has been focused on the side of

the provider: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quantity of data as well

as the government’s ability to manage the data received much

attention. Public data, however, possesses practical value when it is

combined with the end user’s demand rather than at the moment of

release. Exploration of the data usage and realistic demand for public

open data is essential in this regard. This paper analyzed the usage

of mobile applications created using open data as a means to estimate

realistic demand for public open data. Based on this analysi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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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also aims to find out what characteristics of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that serve as data provider or mobile

application developer positively influence the usage of these mobile

apps which represents the realistic demand of public open data.

This paper incorporated two levels of analysis. First, a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this paper surveyed a total of 2,465 mobile

apps that includes 771 ‘public apps’ and 1,694 ‘use-case apps(apps

listed on the Open Data Portal as apps developed using public open

data)’. Second, this paper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o

observe the influences the characteristics of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as providers and managers of public open data have on the

quality of information and system of mobile apps developed using

open data. In turn, this paper evaluated the characteristics’ influence

on the realistic demand of public open data.

According to the survey, the number of mobile apps being offered

as of September 2019 is 539 public apps and 1,640 use-case apps.

Among them, 200 mobile apps, a singl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by the creation and management agency of the utilized public data,

were analyzed for the impact of the agency's characteristics on the

use of mobile apps using public data. For this process, structural

equations were created based on Delone & McLean’s Information

Systems Success Model and Gil-Garcia & Pardo’s research on

E-government success factors. The model was partly reduced to

ensure consistency before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formation & data characterist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haracteristics of public data producing and managing

organizations. The analysis results are interpreted as follows. For the

quality of information & data will be higher if the prov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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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organization possesses better technology in data

availability and technological complexity, these two factors show a

positive correlation.

Second,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formation & data

characteristics and the organizational &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public data producing and managing organizations. The analysis

results are interpreted that the quality of information & data will also

be higher if the providing organization structurally manages the

capacity and range of open data managers by securing human

resources, providing proper education and setting clear goals.

Therefore, these two factors are also positively correlated as well.

Third, the information technology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the data producing and managing

organization have shown no meaningful relationship. The analysis

results are interpreted that securing human resources with

technological competence and their structural management can take

place independently and that a certain amount of time for education

and training is required for organizational & structural investment to

manifest as technological competence.

Fourth, the information technology characteristics of the data

producing and managing organiza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ystem quality of mobile apps utilizing public data. The analysis

results are interpreted that the higher the technological level of open

data used for mobile application development including data release

rate and release cycle compliance rate, the easier it is for developers

to apply the data directly to their applications.

Fifth, Information & data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 &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the data producing and managing

organization did not show significant correlation. The analysis results



- 110 -

are interpreted as follows. In terms of information & data

characteristics, any internal effort to improve the usage of data

through the management of data listings, publication of the list and

improved availability does not have any meaningful benefit to

developers who already possess the technological capacity to develop

an application.

Sixth, the organization &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the data

producing and managing organization were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influence on mobile apps utilizing public data. The analysis

results are interpreted as follows. As for organization & management

characteristics, the correlation may not reach a significant level, for

internal efforts for securing human resources, budget and training for

open data creation and management are not directly applied to the

mobile apps.

Finally, both the quality of information and system quality used in

mobile apps using public data show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o the use of mobile apps. This indicates that open data related

policies that involve routin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applications, and recommendation of applications developed using open

data as model examples of open data usage are reasonable policies

that directly affect the realistic demand of open data.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this paper has

relevance in that it studied mobile applications which are readily

accessible to the public and are receiving great attention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to assess the usage of public open data with the

reflection of realistic demand. Second, by including privately developed

mobile apps that used open data as well as government developed

public apps, this paper includes the private sector as an active agent

in the spread of public open data, thereby expanding the ran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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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body to the private sector. Third, this study does not

simply analyze mobile apps as the target provided itself, moves

further to analyze the influence of government bodies as well as their

future role. Fourth,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trend of focusing on

the usage of open data and to the theoretical conversation on open

data’s cycle in the long term, by setting the hard data on the end

users’ level of usage as the final dependent variable.

keywords : Open government data(Open data), Open data portal,

Public smart-phone application(Public app), Utilization of open

data, Request of open data,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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