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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핵심적인 행위자인 지방자치

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작용, 민간의 데이터 수요,

지방정부 역량, 사회경제적 환경 측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영향 요인

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다중회귀모형 대신 공간적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공차모형(Spatial Lag Mode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이며 2020년 9월 시점의 횡단면 연구이

다. 일부 도서지역과 단층제 지자체를 제외한 223개 기초자치단체를 분

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을 측정

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파일

데이터와 오픈 API에 포함된 변수의 개수를 전수조사하였다. 오픈 API

와 Python을 활용하여 자료 수집을 자동화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지도와

결합하여 공간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공간계량분석 패키지인 GeoDa와 R

의 spdep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차모형은 다중회귀모형에

비해 우수한 모형이었다. 다중회귀모형에서 잔차의 정규성은 충족하였으

나 잔차의 등분산성 및 독립성 가정을 위반하였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공차모형에서는 세 가지 가정을 모두 충족하였다. 또한 다중회귀

모형에서 유의미했던 일부 변수들은 공차모형에서 영향력이 약해졌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상호작용은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주변 지역에서 개방하는

정보량의 44.38% 정도가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데

이터 개방에 관여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개방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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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보공개포털의 정보 이용횟수로 측정한 민간의 데이터 수요 변

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구·경제규모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시민의 온라인 참여는 인구·경제규모에 비해 데이터 개방에 미치는 영향

력이 작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단체장의 관심은 다중회귀모형과 공차모형 모두에서 공공데이

터 개방 수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

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정보화 인력 규모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노동집약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곱째, 재정자립도 역시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이는 많은 기초

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사업 중 비예산 사업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 중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핵심적인 행위자이며 공간적 군집 패턴을 보

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에서 지방자치

단체 간 수평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유사한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작용이 촉진되면, 학습과 모방이 용

이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사업에서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거점

에서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주변 지방자치단체들과 상호작용한다면 전

체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단체장의 관심도 중요한 변수였다.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작거나 인적·재

정적 역량이 약하더라도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성

공에 기여할 수 있다.

주요어 :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 오픈 API, 지방자치단체,

공간계량경제모형, 공간시차모형

학 번 : 2013-2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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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핵심적인 행위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자 한다. 지방정부 간 상호작용, 민간의 데이터 수요, 지방정부 역량, 사

회경제적 환경 측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영향 요인을 탐구한다.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

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공공데이터의

절대적인 양은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다. 공공데이터가 충분히 개방되지

않으면 민간의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

데이터 개방의 영향 요인을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의 핵심적인 공급자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9년 말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

공하는 데이터의 73%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 수준의 연구는 중요성을 가진다.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은 중앙

정부 주도로 하향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데이터

개방 양상이 다르고 공간적 군집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양은 민간의 데이터 수요와

지방정부의 역량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일 수 있다. 한편, 지

방자치단체는 인접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의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의 영향 요인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작용을 모형

에 반영하는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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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데이터 개방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데이터 경제의 도래로 인해 정책환경이 급격

히 변화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데이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1)라고 불릴 정도로 데이터는 각종 산업에

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데이터가 가진 잠재력을 얼마나 잘 실현

하느냐는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좌우할 수 있다. 특히, 주

로 정부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공공데이터는 다른 부문의 데이터에 비

해 잠재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

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민간이 획득

하기는 어렵지만, 민간에 개방될 경우 잠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속성

이 있다(Brown, Chui & Manyika, 2011).

※ 미국의 사례이며 원의 크기는 GDP 규모를 나타냄. 

출처: Brown, Chui & Manyika(2011)의 자료를 일부 수정.

[그림 1-1] 빅데이터 관련 지수

1) https://www.weforum.org/agenda/2015/01/the-most-revealing-big-data-qu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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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는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data.gov), 영

국(data.gov.uk), 독일(govdata.de), 일본(data.go.jp) 등은 공공데이터 플

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민의 데

이터 이용권 보장,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데

이터 개방건수는 2013년 5,272건에서 2019년 33,600건으로 6배 이상 증가

했다. 데이터 활용건수는 2013년 13,923건에서 2019년 13,141,413건으로

900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절대적

양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공공데이터 미활용 기업이 공공데이

터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없음’이라는 응답이

53.9%로 가장 많았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9a). 한편, 공공데이터를 활

용하는 초기 창업기업 중 37.3%는 데이터의 양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b). 실제로 정부가 보유한 42만 건의 공공데이터

중 개방된 데이터는 4만 건에 미치지 못한다(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20).

공공데이터를 충분히 개방하지 않고는 민간의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없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보장,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 요인에 대한 탐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공공데이터 개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서 핵심적인 행위자이다.

Conradie and Choenni(2014)는 데이터가 주로 지방 수준에서 수집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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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공공데이터 개방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

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림 1-2]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데이터의 주요 공급자임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정

보공개를 청구하여 얻은 연도별 공공데이터 개방건수 자료를 본 연구자

가 시각화한 것이다.2) 2019년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포

털에 개방한 데이터셋과 오픈 API의 합계는 24,550건으로 전체 공공기관

의 개방건수 33,600건 중 73%에 달했다.

[그림 1-2] 공공데이터 개방건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서 정부는 지역 수준에서 주관자(convener),

촉진자(facilitator), 조력자(enabler), 파트너 및 참여자로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Ubaldi, 2013).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 수요자와 직접

접촉하고 필요에 맞는 공공데이터를 생산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홍종현, 2018). 민간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데이

2) 원자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

어 있으나 교육행정기관의 데이터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프에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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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거시적인 지표보다는 교통, 복지, 행정 등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 수

준의 데이터이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전국 차원의 표준데이터도 결국

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한 데이터를 집계한 것임을 고려해보면, 지방자

치단체는 공공데이터의 생산과 공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의 진전이라는 정책환경의 변화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하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는 공공데이터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자체 데이터 포털을 개설하

는 등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반면, 전담조직이나 인력

없이 공공데이터 개방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일부 지방자치

단체의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할 경우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온

전히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공데이터가 지역별로 편중되어 생산되

면 공공데이터로 개발한 서비스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지역이 생

기고 정보격차가 심화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가 큰 전국적 서비스를 개

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홍종현, 2018). 따라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고

른 참여가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영향 요

인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3. 공간계량경제모형의 도입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민간의 수요와 지방정부의 역량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일 수 있다. Kim and Eom(2019)에 의하

면 지방정부 공공데이터 개방의 성공은 관리적 역량(재정적 자원)과 정

보화의 제도화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인접 지방자치

단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타이완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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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부 간 및 외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동료효과(peer effect)가 존재하

며, 지방 공무원은 다른 지방정부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다른

지방정부가 어떤 데이터셋을 개방하는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Yang

et al., 2015).

Tobler(1970)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으나, 가까운

것은 먼 것보다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지리학의 제1법칙을 제시하

며 실체 간의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e)을 강조한 바 있다. 지

리학의 제1법칙에 의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작용이 존재할

수 있고, 이때 상호작용의 정도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그림 1-3]

은 2020년 8월 기준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건수에 로그

를 취하여 그 표준편차의 지리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수도권과 동남

권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건수가 많고, 서남권과 강

원권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전반적으로 개방건수가 적다. 또한 이들은 군

집하여 분포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간적 의존성이 있을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그림 1-3] log(개방건수) 표준편차의 단계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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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적 현상이나 자연적 현상이 공간상에서 갖는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을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이라고 한다(김광

구, 2003). 본 연구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성과 공간적 의존성은 같은 의미

로 사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리적 공간상에 독립적으로 분포하지 않

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경우, 전통적인 회귀모형(OLS)을 사용하면 잔

차에 자기상관이 발생하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위배할 수 있다. 종속

변수에 공간적 의존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모형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OLS 추정량은 불편성과 일치성을 충족하지 못한다(Anselin, 2003; Pace

and LeSage, 2010; Le Gallo, 2014, Beck et al., 2006). 상호의존성을 고

려하지 않으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Cook et al.

2018), 상호작용 변수가 모형에서 누락되면 잘못된 통계적 추론으로 이

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적 의존성을 통제할 수 있는 공간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고자 한다. 공간계량경제모형에는 공간적 의존성

을 종속변수에 반영하는 모형(spatial lag models), 공간적 의존성을 독립

변수에 반영하는 모형(spatial cross-regressive models), 공간적 의존성

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모두에 반영하는 모형(spatial Durbin model),

공간적 의존성을 오차항에 반영하는 모형(spatial error models) 등 다양

한 모형이 있다(Anselin, 2010; Ward and Gleditsch, 2008; Seldadyo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공간적 의존성을 반영할 수 있는

Anselin(1988)의 공차모형(Spatial Lag Model)3)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모형은 회귀모형에 공차(spatial lag) 항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모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

로 사회과학에서는 데이터 간의 의존성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데, 공간

적 의존성을 모형에 반영하면 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Ward and Gleditsch, 2008).

3) 이석환(2014)의 용어를 따랐다. time lag를 시차로 번역하는 용례를 고려할

때 spatial lag는 ‘공간시차’ 대신 ‘공차’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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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방정부 간 상호작용, 데이터 수요, 지방정부 역량 및 사

회경제적 환경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수준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이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23개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2020년 9월 시점에서 횡단면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사용하여 인접한 기초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인접 지역이 없는 일부 기초

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경상북도 울릉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신안군)은 다른 지역과 상호작용이 활발하

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한다. 한편,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에 영향을 미치는 수직적 상호작용도 살펴보고자 하므로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

한다.

연구 대상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 데이터와 오픈 API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

용의 중심이 되는 공공데이터포털을 기준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도

공공데이터포털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단,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공공데이터포털 외에 자체 데이터 포털(자치구별 열린데

이터광장)의 공공데이터도 포함하기로 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공공

데이터포털보다 자체 포털에 더 많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공

공데이터포털에서는 주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체 포털에서는

대부분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명칭이 중복되는 데이터는 제외하

고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의 개수보다는 공공데이터의 정보량에 초점을

둔다. 정보량을 측정하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machine-readable)한

포맷으로 분석 범위를 한정하였다. 기계 판독 가능성은 공공데이터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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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요건이다. 즉,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내용이나 구조를 확인하거

나 자유롭게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행정안전부,

2019). PDF, HWP, DOCX(DOC)와 같은 포맷이나 이미지, 동영상 포맷

은 기계 판독이 불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오픈

API, CSV, XML 및 XLSX(XLS) 포맷으로 한정하여 분석한다.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는 행(row)과 열(column)로 구성되어 있

다. 열은 변수(정보 제공 항목)를 나타내며, 변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한다. 공공데이터의 변수 개수 정보를 추출하여 공공데이터의

정보량을 측정하기로 한다.

제 3 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데이터 수집, 공간 데이터셋 구축, 통계분석 순으로 진행된

다. 먼저, 공공데이터포털과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

공하는 오픈 API를 활용하여 공공데이터 목록을 수집한다. [그림 1-4]와

같이 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조회 오픈 API를 호출하여 기초자치단

체별로 XML 형식의 데이터를 출력한 후, 여기서 데이터의 URL과 같은

정보를 추출한다. 종속변수인 공공데이터 정보량을 측정하기 위해

Python의 Pandas 라이브러리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의 URL에 접

근하여 변수 개수 정보를 가져온 후, 기초자치단체별로 합산한다. 링크가

작동하지 않거나 기계판독이 불가능한 데이터의 비중은 전체의 5% 정도

였다.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2만 건 이상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Python을 이용하여 데이터 수집을 자동화하기로 한다.

그다음, 기초자치단체별로 수집한 데이터를 지도상의 위치 정보와 결

합하여 공간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이 작업에는 GIS 소프트웨어인 QGIS

를 활용한다. 그리고 공간계량분석 패키지인 GeoDa와 R의 spdep을 이

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한다.



- 10 -

통계분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공간계량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SPSS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다중회귀분석(OLS)을 수행한다. 다중회귀모

형은 나중에 공간계량경제모형과 비교할 때 기준이 된다. GeoDa에서 공

간가중치행렬을 작성한 후 잔차의 Moran’s I 지수를 확인하여 공간적 자

기상관이 존재하는지 진단한다.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할 경우, 다중회

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위반하므로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공간적 의존성을 통제하기 위해 공간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한다. GeoDa에

서 공차모형(Spatial Lag Model)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공차모형

의 분석결과를 다중회귀모형과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의 분

석결과와 비교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유의미한 변수들을 도출

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작용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경우, R의

spdep 패키지를 활용하여 회귀계수를 직접효과(direct effect), 간접효과

(indirect effect), 총효과(total effect)로 나누어 추정한다.

공공데이터포털 웹사이트 공공데이터 오픈 API 호출

XML 형식의 공공데이터 출력 XML 에서 필요한 정보 추출

[그림 1-4] 오픈 API를 통한 자료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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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공공데이터의 등장 배경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사회 운동의 흐

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인권 관점에서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보권리(Right to Information) 운

동이다. 다른 하나는 주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의 개방을 장려하는 공공데이터 개방(Open Government

Data) 운동이다(Yannoukakou and Araka, 2014).

공적자금으로 생성·수집한 정보에 내재된 가치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두 운동은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양자는

접근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보권리 운동에서는 주로 문서 형태로 된

양적·질적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에 초점을 두며, 시민의 정보 요청

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 의무를 강조한다. 한편, 공공데이터 개방의 옹

호론자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데이터에 초점을 두고 데이터의

접근성 및 재사용성과 관련된 기술적·법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이들

은 방대한 데이터를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강조한다(Ubaldi, 2013).

우리나라에서 정보권리 운동은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로 법제화되었고, 공공데이터 개방 운동은 2013년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로 법제화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데이터’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

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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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료는 특정한 형식이 없으며 전자적·비전자적 자료를 망라한다.

한편,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공공데이터의 민

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목적이 있다. 공공데이

터포털(data.go.kr)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기

계 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전자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처럼

정보권리 운동에서의 정보와 공공데이터 개방 운동에서의 데이터는 차이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관점에서 공공데이터에 관한 논의를 진

행하고자 한다.

2. 공공데이터의 개념

‘공공데이터’(Open Government Data, OGD)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

에 등장했다. 이 용어는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세바스토폴에 모인

30명의 공공데이터 개방론자들이 공공데이터 8원칙을 제시한 후로 널리

알려졌다(Ubaldi, 2013). 이들은 완전성(complete), 원시자료(primary), 적

시성(timely), 접근 가능성(accessible), 기계 판독 가능성(machine

processable), 비차별성(non-discriminatory), 비독점성(non-proprietary),

자유 라이선스(license-free) 등 8원칙에 따라 공개되는 정부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라고 규정하였다.4)

공공데이터(Open Government Data) 개념의 두 가지 구성요소는 정부

데이터(government data)와 오픈 데이터(open data)이다. 정부 데이터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을 위탁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오픈 데이터(open data)는 누구나 데이터의 출처를 밝히고 결과물을 공

유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사용, 재사용 및 배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

한다(Ubaldi, 2013). OECD(2006)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생성, 수집, 처

리, 보존, 유지, 배포하거나 그 비용을 후원하는 데이터를 공공정보

(Public Sector Information, PSI)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정부 데이터에

4) https://public.resource.org/8_principl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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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의 범위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림 2-1]과 같이 관련 개념

과 함께 살펴볼 때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OGD)는 공

공정보(PSI)와 오픈 데이터의 부분집합이다. 즉, 공공데이터는 공공정보

중에서 자유로운 사용, 재사용 및 배포가 가능한 데이터이다. 한편, 공공

데이터 중에는 빅데이터의 속성을 갖는 것도 있다. 여기서 빅데이터는

규모가 크고(high-volume), 증가 속도가 빠르며(high-velocity),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high-variety) 비용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형태의 정보처

리가 필요한 정보 자산을 의미한다.5) 의료, 금융, 통신, 교통, 환경 분야

등의 공공데이터 중에는 빅데이터의 속성을 갖는 것도 있다. 일부 연구

자는 공공데이터를 ‘공공빅데이터’라고 지칭하고 있다(전병진·김희웅,

2017).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빅데이터팀’ 또는 ‘빅데이터팀’이

공공데이터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빅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확대되고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장한 실무 용어이며, 공

공부문에서 개방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최봉·윤종진, 2018). 종합하

자면 공공데이터는 ‘공공정보 중에서 오픈 데이터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중에는 빅데이터의 속성을 갖는 것도 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2015)의 자료를 일부 수정.

[그림 2-1] 공공데이터의 범위

5) https://www.gartner.com/en/information-technology/glossary/bi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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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공데이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공공데이터”란 “데

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표 1-1]과 같이 가∼다 목에 해당하는 정

보이다.6)

공공데이터는 정의상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 고시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의하면 공

공데이터는 일상적 업무수행에서 생성, 수집, 취득한 다양한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를 총망라하는 개념이다. 공공데이터와 유사한 개념으로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가 있는데, 정보공개제도에

서의 정보는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공데

이터와 다르다.

6) 2020. 6. 9. 개정법률 기준. 라목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라

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없으므로 라목은 표에서 제외함.

구분 정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
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
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
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자정부법(제2조 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
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
이 생산한 정보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
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
류의 자료 또는 지식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
보자료

[표 1-1] 공공데이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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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외부에 개방되지 않았더라도 공공데이터에 해

당한다. 정부는 42만 건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방된 공공데

이터는 4만 건 정도이다(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20).

3. 공공데이터 개방의 의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

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가리켜 “제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사업인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개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과 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개방 표

준’도 “개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행정안전부, 2020), 용례를

고려할 때 “제공”과 “개방”은 상호 대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공데이터의 “개방”(제공)은 정보의 “공개”와는 다르다. 우선,

양자는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데이터를 개방 또는 제공하는 목적은

민간 활용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지만, 정보

공개의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있다. 공공데이터는 목적상 민간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

지만, 정보공개제도에서의 정보는 열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보의 열람에 그치지 않고 영리적･비영리적 목적으로 재이용

(re-use)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배성훈 외, 2013).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정보공개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공공데이

터는 반드시 기계 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로 제공해야 한

다. 즉,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내용이나 구조를 확인하거나 자유롭게 수

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 것이다. 반면, 정보공개

는 방식에 제한이 없다. 정보공개제도에서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



- 16 -

이프, 슬라이드 등 비전자적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의 논

의는 [표 1-2]에 요약되어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특정 소프트웨

어에서 읽고 수정·변환이 가능한 포맷이어야 한다(행정안전부, 2019). 그

렇지 않은 포맷을 공개하는 것은 ‘개방’이라고 할 수 없다.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창시자인 Tim Berners-Lee는 2010년에 데이터

의 존재 여부, 기계판독 가능성, 개방성, 연계성 등에 따라 데이터를 5단

계로 분류한 5-Star Open Data 기준을 제시하였다.7)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5단계 데이터는 웹의 다른 데이터와 연결 및 공유가 가능하다. 이

기준은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를 바탕으로 공

공데이터의 포맷을 [표 1-3]과 같이 미충족 포맷, 최소 충족 포맷, 오픈

포맷으로 분류하고 있다.

7) https://5stardata.info

구분 제공(공공데이터) 공개(정보)

소관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목적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범주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제공형태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
(machine-readable) 형태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제공창구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정보공개포털
(open.go.kr)

대상예시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

시간 등) 데이터 등

공문서,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

출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표 1-2] 공공데이터 제공과 정보공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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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개방된 공공데이터 중 오픈 포맷의 비중

은 2013년에는 8.7%에 불과했으나 2020년 10월 기준으로 90.2%에 달한

다(행정안전부, 2020).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오픈 포맷 데이터는 CSV와

같은 3단계가 대부분이며 5단계와 4단계 데이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서울특별시 열린데이터 광장에서는 5단계 데이터인 LOD(Linked

Open Data)를 제공하고 있다.8)

8) http://lod.seoul.go.kr

구분 포맷 특징 예시

5단계

오픈 포맷*

웹상의 다른 데이터와 연결, 공유 가능 LOD

4단계
URI**를 기반으로 데이터 속성 특성 관계

를 기술하고 있는 데이터 구조 
RDF

3단계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읽고 수정·변환 가능 CSV, JSON, XML  

2단계 최소 충족 포맷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읽고 수정·변환 가능 HWP, XLS, JPG

1단계
미충족 포맷

(포털 등록 불가)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읽을 수만 있는

데이터로 자유로운 수정·변환 불가
PDF

* 오픈 포맷(open format) :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 편집 등)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예: CSV, JSON, XML 등 3단계 이상의 포맷)

**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통합자원식별자) : 웹의 특정 콘텐츠를 다른 콘

텐츠(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와 구별하여 인식·확인할 수 있는 고윳값

출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표 1-3] 공공데이터의 포맷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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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공공데이터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선행연구는 탐색적·기술적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다. 문헌연

구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정립하거나, 사례연구,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의 성공요인이나 저해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각국 공공데이터포털의 개방 현황을 기술

하는 연구나,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

다(서형준, 2017). 데이터 개방(open data)과 성공요인(success factor)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연구는 많지 않다(Susha et al., 2015). 또한 Conradie

and Choenni(2014)가 지적하듯이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국가 수준의

연구는 많지만 지역 수준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공공데

이터 개방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탐색적, 기술적 및 설명적 연구로 나

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1.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Janssen et al.(2012)은 공무원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고 공공데이터 개방의 이점과 장애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치·

사회적, 경제적 및 운영·기술적 측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이점을 파

악하였다. 한편, 제도, 작업의 복잡성, 사용과 참여, 법, 정보 품질, 기술

의 관점에서 장애요인을 도출하였다.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위험회피적

문화로 인한 변화에 대한 저항, 데이터 개방에 관한 통일된 정책의 부재,

자원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작업의 복잡성 측면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복잡한 포맷, 중복 데이터, 데이터의 연결성 부재 등이 장애요인

이었다. 사용과 참여 측면에서는 지식과 능력의 부족, 비용, 데이터를 사

용할 유인 부족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법적 측면의 장애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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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보안, 분쟁 등이었고, 정보 품질의 장애요인은 정보의 부

족, 부정확성, 불완전성 등이었다. 기술적 장애요인으로는 접근성이 떨어

지는 데이터 포맷, 표준의 부재, 중앙 포털 또는 아키텍처의 부재, 메타

표준의 부재,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의 분절화, 레거시 시스템 등이

있었다. 연구자들은 공공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개방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보 품질의 향상, 개방적인 조직문화의 형성

및 제도화, 데이터 사용 도구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Veenstra and van den Broek(2013)은 네덜란드의 준공공조직인 TNO

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데이터 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

다. 연구자들은 정보기술, 조직·관리, 법·규제, 제도·환경 측면에서 데이

터 개방의 동인(drivers), 촉진요인(enablers), 장애요인(barriers)을 분석

하였다. 데이터 개방의 동인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강조,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데이터의 재사용성 등이 있었다. 촉진요인은 파일럿 프로젝

트의 수행, 데이터 개방 전략의 마련, 관리진의 의지, 역할과 책임의 명

확화 등이었다. 장애요인은 낮은 데이터 품질, 보안 위험,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나타났다.

Zuiderwijk et al.(2014)은 공공데이터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별로 문헌

을 검토하고, 법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운영적, 기술적 관점

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저해요인을 도출하였다. 법적 측면의 저해요인

에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정책의 부재 또는 통일되지 않은 정책 등

이 있었고, 정치적 측면의 저해요인으로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치인의

관심 또는 이해 부족이 있었다. 사회적 측면의 저해요인으로는 폐쇄적인

문화, 사용자와 공급자 간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이 있었고, 경제적 측면

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데이터, 데이터 사용료 등이 저해요인이

었다. 제도적 측면의 저해요인에는 표준화된 개방 프로세스, 가이드라인

의 부재 등이 있었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분절화, 서비스나 기

능의 부족, 메타데이터의 품질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기술적 측면의 저

해요인에는 기계 판독이 불가한 포맷, API의 부재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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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ycek et al.(2014)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공무원과 외부 이해관계

자(시민, 기업, 연구자, 기자 등)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비엔나의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과 공공데이터 포털을 평가하였다. 연

구자들은 공공데이터 개방의 성공요인으로 CIO와 부서장의 의지, 법적

프레임워크의 마련, 책임의 명확한 정의, 공공데이터 개방 프로세스 모델

의 활용, 기존 콘텐츠 관리 시스템과 공공데이터 플랫폼의 통합 등을 제

시하였다. 비엔나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법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지

만, 정치적 공약 및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는 이러한 정치적 의제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연

구자들은 법적 프레임워크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뒷받침할 것을 제언하였

다. 한편, 분권화되어 있는 비엔나 시정부에서는 각 부서장의 권한이 강

력하고 중앙 운영그룹(steering group)의 권한이 약하다. 이 때문에 공공

데이터 개방은 부서장의 지원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개방

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서장이 개방의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도록 설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효진·황성수(2014)는 공공데이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

접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해결해야 할 장

애요인을 파악하였다. 공무원 개인 수준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인식 부족과 소극적인 태도가 장애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수준에서

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련된 인력, 조직, 예산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

적되었다. 법적 환경의 측면에서는 행정·재정적 상황과 사회문화·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이 장애요인이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장애요인은 지역주민, 기업, 대학 간의 협력적 관계가 부재하

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장애요인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 상황에 맞는 자치법규의 제정, 전문 인력과

예산 지원 및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역할 강화, 관·산·학 협동 거버넌

스의 공고화를 제시하였다.

Yang et al.(2015)은 타이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공공데이터 개

방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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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 조직, 법률 및 정책, 환경 등 4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법률 및 정책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법률과 정책은 지침을 제공하고 책임

에 대한 우려를 완화한다. 한편, 기존의 규정과 정책은 정부기관을 제약

할 수 있다. 기술 측면에서는 비구조화된 포맷, 정보 시스템 아웃소싱으

로 인한 공무원의 전문성 저하와 커뮤니케이션 문제, 낮은 정보화 수준

이 공공데이터 개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조직 측면에서는 보수적

인 조직문화가 공공데이터 개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고위 리더의

관여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환경 측면에서는 언론 및 여론과 동료

효과(peer effect)가 주된 요인이었다. 언론 및 여론은 정부기관에 공공데

이터를 개방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동료효과(peer effect)

는 정부 내, 정부 간 및 국가 간에 존재하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

도록 하는 동인이었다. 지방정부는 다른 지방정부가 어떤 데이터셋을 개

방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개방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Nugroho et al.(2015)은 국가별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영국, 미국, 네덜란드, 케

냐,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비교하고 교훈을 도

출하였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성공을 위한 5가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데이터 개방에 관한 정부기관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방 프로세스를

규율하는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실현한다. 둘째, 데이터의 재사용성

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셋의 형식과 표준을 규정하는 일반적 운영 지침

을 마련한다. 셋째, 데이터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공급과 수요를 확대하고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한다. 넷째, 공공데이터 개

방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ICT 인프라를 강화한다.

다섯째, 데이터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및 인센티브가 필요하

다. 연구자들은 데이터 개방에 관한 규정이 담당자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개방의 규제와 촉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언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표 2-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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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기술적 연구

김지혜 외(2016)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분석하였다. 데이터 개

수, 파일 형식의 가독성, 다운로드 횟수, 데이터의 다양성 등의 기준에

따라 개방 현황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데이터웨어하우스(DW)를 구축하고, 직

접 수집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

양적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개방이 확대되고 있지만 활용도는 저조하였

다.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핵심․대규모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미흡했

고, 데이터의 접근성도 낮았다. 데이터의 개방 단계(수준)를 1∼5의 별점

연구자 주요 내용

Janssen� et� al.�

(2012)

정치·사회적,� 경제적 및 운영·기술적 측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이점을 파악하고,� 제도,� 작업의 복잡성,� 사용과 참여,� 법,� 정보 품

질,�기술의 관점에서 장애요인을 도출함.

Veenstra� and�

van� den� Broek�

(2013)

준공공조직(semi-public� organizations)을 대상으로 정보기술,� 조

직·관리,� 법·규제,� 제도·환경 측면에서 데이터 개방의 동인

(drivers),� 촉진요인(enablers),� 장애요인(barriers)을 분석함.

Zuiderwijk� et� al.�

(2014)

공공데이터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별로 문헌을 검토하고,� 법적,� 정

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운영적,� 기술적 관점에서 공공데이

터 개방의 저해요인을 제시함.

Parycek� et� al.�

(2014)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데이터 개방의 성공요인으로 CIO와 부서장

의 의지,� 책임의 명확한 정의,� 프로세스 모델의 활용,� 기존 콘텐

츠 관리 시스템과 공공데이터 플랫폼의 통합을 제시함.

송효진·황성수

(2014)

공공데이터 제공의 장애요인은 인식 부족과 소극적 태도,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법적 기반의 미비, 공공데이터 담당 인력, 조직 및

예산의 부족,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부재임을 밝힘.

Yang� et� al.�

(2015)

타이완 지방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의 영향 요인을 기술 요인,
조직 요인, 법적·정책적 요인, 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했으며

법적·정책적 요인이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남.

Nugroho� et� al.�

(2015)

국가별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비교하고, 법적 프레임워크, 데이

터 개방에 관한 일반적 운영 지침, 데이터 전담조직 및 인력, 데

이터 공급자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도출.

[표 2-1]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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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낸 Five Star Open Data 기준에 의하면, 개방 수준이 높은 4

단계와 5단계의 데이터는 거의 없었다. 2020년 현재도 3단계의 데이터가

대부분이고, 4단계와 5단계 데이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지

적한 문제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의 구축 단계에서

부터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을 고려하여 질적 측면에서 개방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서형준·명승환(2015)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서 시민과 가까운 접점

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주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

공데이터 포털 사이트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공공데이터 제공 건수, 공공

데이터 이용현황 제공, 자체분류체계, 이용접근성, 공공데이터 전담 인력

여부, 활용사례 제공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포털 사이트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하향식으로 진

행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역별 특색이 나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포털 사이트의 구축 전략으로 지역별

이용사례 홍보, 고부가가치 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 전담조직 구축, 자

체 포털 사이트의 독자성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 효과의 명시를 제언하

였다. 한편,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발굴, 자체 포털 사이트 홍보 강화, 공공데이터 담당 공무원의 인식 제

고, 지역 내 대학, 기업, 연구소, 시민단체와의 상호작용 강화를 제시하였

다.

김구(2017)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실태를 조사하였다. 공공데이터포털이 개설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누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개방 데이터의 분야와 형식, 이용 및 활용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건수는 증가하

고 있으나 실제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활용 건수는 높지 않았다. 연구자

는 그 이유로 상호운영성에 부합하는 오픈 API가 적고, 기계판독이 어려

운 데이터가 다수 존재했으며, 국민의 니즈에 부합하는 분야의 개방건수

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

한 정책적 함의로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 공공데이터 생태계



- 24 -

및 수명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공공데이터 개방분야 목록의 세분화,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공공데이터포털

에 개방된 공공데이터 중 오픈 포맷의 비중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90.2%에 달하기 때문에(행정안전부, 2020), 기계판독 가능 데이터에 관한

문제점은 많이 개선되었다. 한편, 오픈 API 개수와 활용 건수가 적다는

지적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윤상오·현지우(2019)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54개 기관이 개

방한 64종 436개의 국가중점데이터를 대상으로 가용성(availability), 이용

용이성(accessibility), 활용도(utilization)를 분석하였다. 가용성 측면에서

데이터의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비

해서는 부족했다. 이용용이성 측면에서는 오픈 API 개수가 적어 데이터

의 활용성이 낮았다.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일수록 높았다. 연구자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기관

수와 제공분야 확대, 오픈 API 및 오픈포맷 증가, 국민생활밀착형 데이

터의 발굴･개방,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제공을 제언하였다.

Vetrò et al.(2016)은 적절한 품질 관리 없이 데이터를 공개하면 데이

터의 재사용과 시민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탈리아 공공데이터포털인 OpenCoesione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셋의 품질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데이터 포털 자체가

아니라 개별 데이터셋의 품질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측정했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currentness), 정확성(accuracy), 완전성

(completeness), 이해용이성(understandability) 등 여러 지표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셀 수준에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완전성을 제외한 모든 측

면에서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품질이 우수하였다. 중앙정부의

데이터는 다른 행정구역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균질화(homogenize)하는

데이터 통합 프로세스와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이

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연구자는 진단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표 2-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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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설명적 연구

황주성(2015)은 75개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에서 전자정

부 수준으로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투명성, 친기업･친효율

성, 정치참여성과 같은 사회･제도적 조절변수가 설명할 수 있는지 탐구

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정부 수준은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었고, 유의미한 조절변수는 정치참여성이었다.

즉, 정치참여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전자정부 수준이 공공데이터 개방 성

과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고, 정치참여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두

변수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자는 공공데이터 개방

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수준 외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연구자 주요 내용

김지혜 외 (2016)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개방 현황, 영역별 데이터 제공 여부,
파일 형식 등을 지역별 및 기관별로 분석하고 서비스 수준을 평

가. 양적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개방이 확대되고 있지만 활용도는

저조했음.

서형준·명승환

(2015)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이용사례

의 홍보, 고부가가치 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 전담팀 확보, 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포털 사이트 구축 등의 전략을 제시.

김구(2017)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의 분야와 형식, 이용 및 활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 공공데이터 생태계

및 수명주기에 대한 관리, 공공데이터 개방분야 목록의 세분화,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프로세스를 제언.

윤상오·현지우

(2019)

공공데이터포털의 국가중점데이터를 대상으로 가용성, 이용용이

성, 활용도를 분석하고 제공기관수와 제공분야 확대, 오픈 API
및 오픈포맷 증가, 국민생활밀착형 데이터의 발굴･개방,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제공을 제언.

Vetrò et�
al.(2016)

이탈리아 공공데이터포털인 OpenCoesione과 지방정부가 제공하

는 데이터의 품질을 측정. 최신성, 정확성, 완전성, 이해용이성 등

여러 지표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셀 수준에서 측정한 결과, 품질

관리 프로세스가 마련된 중앙정부의 데이터의 품질이 우수했음.

[표 2-2]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기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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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서형준(2017)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연구가 주로 법·제도나 개별 사례

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공데이터의 개방 요

인을 실증하는 일반화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표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인 ODB(Open

Data Barometer) 및 OUR Index(Open, Useful, Reusable Government

Data Index)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정부

수준, 소프트웨어 시장규모와 사회자본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

구자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전자정부 수준의 활용, 소프트웨

어 역량의 강화, 공공신뢰의 제고, 학계 및 기업과 같은 중간자를 통한

거버넌스 실현을 제언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Kim and Eom(2019)은 한국 지방자치단체 226개를 대

상으로 하여 자원기반이론을 바탕으로 관리적 측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의 성공요인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관리적 측면의 변수는 단

체장의 의지, 인적 자원, 재정적 자원, 프로젝트 운영 경험이었는데, 이

중에서 재정적 자원만이 공공데이터 개방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유의미한 변수였다. 제도적 측면의 통제변수인 정보화의 제도화는 유

의미한 성공요인이었으나 CIO의 직급은 그렇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측

면의 통제변수인 재정 규모와 재정자립도는 유의미한 요인이 아니었다.

인구통계학적 측면의 통제변수인 고령인구비율과 인구밀도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

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리더십, 인적 자원, 프로

젝트 운영 경험에 대한 제약 요소가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고, 환경적

요인이 관리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하였다.

Wilson and Cong(2020)은 공공데이터 개방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어

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다고 지적하면

서 미국 도시의 공공데이터포털 129개를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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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연구자들은 공공데이터 정책과 규제 조치가 데이터 개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의 양은 도

시가 정보를 공유할 의지와 능력을 반영한다고 보고, 데이터셋의 개수를

중요한 지표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규모와 규제 조치는 공공데

이터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셋의 양과 다양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

었다. 연구자들은 정부 리더(government leaders)의 지원, 데이터의 검토

와 개선을 의무화하는 공공데이터 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각 도시는 공공데이터 개방 압력에 대응하여 다른 도시를 단순히 모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결정자는 지식 공동생산의 근본 목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표 2-3]에 제시하였다.

연구자 주요 내용

황주성 (2015)

75개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의 영향 요인을 분

석. 전자정부 수준 외에 사회·제도적 상황요인(정부투명성, 친기

업･친효율성, 정치참여성) 중 정치참여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

타남.

서형준 (2017)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의 영향 요인을 분석.
전자정부 수준, 소프트웨어 시장규모와 사회자본이 중요한 요인이

었음. 높은 전자정부 수준의 활용,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공공신

뢰 제고, 학계 및 기업 등을 통한 거버넌스 실현을 제언.

Kim� and� Eom�

(2019)

지방자치단체 226개를 대상으로 하여 자원기반이론을 바탕으로

관리적 측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성공요인과 과제를 분석. 재

정적 자원과 정보화의 제도화가 공공데이터 개방 성공에 정적인

영향을 줌.

Wilson� and�

Cong

(2020)

미국 도시의 공공데이터포털 129개를 대상으로 하여 공공데이터

정책과 규제 조치가 데이터 개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 인구 규모와 규제 조치는 포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셋의 양

과 다양성에 정적인 영향을 줌.

[표 2-3]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설명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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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차별성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공데이터 개방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설명적 연구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연구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작용 혹은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e)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공간계량경제

모형을 사용한다. 넷째, 데이터셋 개수 대신 미시적인 관점에서 데이터셋

에 포함된 변수의 개수를 조사한다. 다섯째, 오픈 API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한 1차 자료를 분석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 탐색적·기술적 연구가 많고

설명적 연구가 적은 이유는 각국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본격화한

것이 2000년대 후반으로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으로 보인다(서형준,

2017).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5, 2017, 2019년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

서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행정안전부, 2019)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어느 정도 성숙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례 분석, 탐색적, 기술적 연

구에서 나아가 실증분석을 통해 성공요인들을 검증하는 연구는 시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설명적 연구이다. Conradie and

Choenni(2014)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국가 수준의 연구는 많지만 지

역 수준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데이

터의 주요한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임에도 그 역할은 소홀히 다루어졌다

(홍종현, 2018). 국가 수준에서 공공데이터의 개방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

석한 연구(황주성, 2015; 서형준, 2017 등)는 다수 존재하지만, 지방자치

단체 수준의 실증연구는 Kim and Eom(2019)을 제외하면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작용 혹은 공간적 의존성

(spatial dependence)을 명시적으로 반영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내부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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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역량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탐구하였다. 그

런데 지방정부의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내부적 요인만을 투입하

는 연구모형은 그 특성상 지방정부 간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다. 즉,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인접 지

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내부적 요인만

을 고려하는 모형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공공

데이터 개방에 적극적인 기초자치단체들이 수도권과 동남권에 군집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패턴은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와 같은 내

부적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공

공데이터 개방 수준은 인접 중소도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Sayogo and Pardo, 2013; Wilson and Cong,

2020; Yang et al., 2015)에서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언급했음을 고려할

때, 외부적 요인을 모형에 반영하고 인접한 지방정부의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Sayogo and Pardo(2013)는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사회적 압력이나 평판과 같은 모방적 힘(mimetic

forces)을 데이터 개방의 한 가지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Wilson and

Cong(2020)에 의하면, 미국의 도시들은 Socrata, CKAN 및 ESRI 플랫폼

등 3개의 주요 포털에 데이터를 개방하므로 서로 간에 학습이 용이하다.

즉,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때 다른 도시를 모방(mimicking)할 수 있는 것

이다. 우리나라도 공공데이터포털 및 서울 열린데이터광장과 같은 주요

포털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다른 지역을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 Yang et al.(2015)은 타이완 지방 공무원을 인터

뷰한 결과, 공무원이 다른 지방정부의 개방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다

른 지방정부가 어떤 데이터셋을 개방하는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작용을 명시적

으로 반영하는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의 존재 여부와 영

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중에서 지방

자치단체 간의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모형에 반영한 연구는 찾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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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국내 정책학 분야의 경험적 연구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이석환

(2014)이 지적하듯이 공간적 의존성을 다룬 경험적 연구는 학술적 관심

에 비해 부족하다. 본 연구는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는 전통적인

회귀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간적 의존성을 다루는 새로운 모형

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사용하면

공공데이터 개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 검증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적 의존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선행연구들이 확인한

성공요인들이 유의미한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을 대상으로 한 많은 기술적 연구에서는 데이터셋의

개수를 조사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셋에 포함된 변수의 개수를 조

사한다. 데이터셋 개수로 개방 수준을 측정할 경우, 변수가 적은 데이터

1건과 변수가 많은 데이터 1건을 똑같이 취급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

다. 정보량이 많은 데이터와 적은 데이터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Vetrò et al.(2016)을 제외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데이터셋 개수를 주로

사용한 이유는 자료 수집의 용이성 때문으로 보인다. 데이터셋 개수 대

신 데이터셋에 포함된 변수의 개수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경우,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오픈 API와 프로그

래밍 언어인 Python을 활용한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사용자와 서버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을 의미하며,

오픈 AP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API이다. 사용자는 서버의 내부를

모르더라도 오픈 API를 통해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이동만

외, 2011). 오픈 API의 장점은 데이터 수집의 자동화, 데이터셋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함의의 도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자의성의 배제, 재현 가

능성과 검증 가능성 등이다(고길곤, 2018).

오픈 API를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면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는 장점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 활성화 수준을 측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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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원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9)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만 공개하기

때문에 한 등급에 10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엄밀한 분석이 어렵다. 한편, 서형준(2017)은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을 측

정하기 위해 ODB(Open Data Barometer)와 OUR Index(Open, Useful,

Reusable Government Data Index)를 사용하였는데, 두 지표는 상반된

분석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자료 수집이 어렵거나 자료의 신뢰성이 의

심될 경우, 오픈 API를 통해 대체 자료를 수집하면 보다 엄밀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9) 행정안전부는 원점수의 공개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후 3등급보다 세분화하여 5등급 또는 10

등급으로라도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세분화해놓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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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가설과 분석틀

1. 연구문제 제기

기초자치단체가 개방한 공공데이터 양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무

작위적으로 분포하지 않고 군집하여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인접한 지역은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하

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패턴에는 인접 지역과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면 관측치와 잔차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전통적

회귀분석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통제하지 못하여 잘못된 통계적 추론으

로 이어질 수 있다. 공간적 상호작용을 모형에 반영하는 공간계량경제모

형을 사용했을 때,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에는 어떤 요인

이 영향을 미치는가? 공간계량경제모형의 분석결과는 전통적인 회귀모

형의 분석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연구가설 설정

1)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작용에 관한 가설

각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과 유사한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Berry and Berry, 2007). 인접한 지역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문화가

유사하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접촉 가능성이 높으며, 정보나 자원의 흐

름도 용이하다(이석환, 2014). Sayogo and Pardo(2013)는 사회적 압력

및 평판과 같은 모방적 힘(mimetic forces)을 데이터 개방의 한 가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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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제시하였다. Wilson and Cong(2020)에 의하면, 미국의 도시들은

Socrata, CKAN 및 ESRI 플랫폼 등 3개의 주요 포털에 데이터를 개방

할 때 다른 도시를 모방(mimicking)하기 쉽다. 타이완 지방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도 인접 지방정부의 영향이 확인되었

다(Yang et al., 2015).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작용의 존재 여부와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상호작용을 실증

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적 상호작용에 관한 가설

(1-1)을 수립하였다.

수평적 상호작용 외에 수직적 상호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수직적 상호작용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일방향적 영

향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층구조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인력

과 예산이 부족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한편, 광역자치

단체보다 먼저 데이터에 관한 자치법규를 독자적으로 제정한 기초자치단

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치법규를 제정했더라도 그 내용은 주로 상위법

규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데이터 담당 인력이 많을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

성이 높다. 이와 같이 상위 정부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직적 상호작용

에 관한 가설(1-2)을 세웠다.

가설 1-1: 인접 기초자치단체가 개방한 공공데이터가 많을수록 기초

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할 것이다.

가설 1-2: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담당 인

력이 많을수록 기초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할

것이다.

2) 데이터 수요에 관한 가설

민간이 시·군·구정에 관심이 많고 정보를 많이 이용한다면 기초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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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수요에 대응하여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할 수 있다. 민간과 지방

정부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 지방정부는 수요를 파악하기가 용이

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Nugroho et

al.(2015)은 데이터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공급과

수요를 확대할 것을 제언하였다.

Yavuz and Welch(2014)에 의하면 지방정부 웹사이트의 개방성에 시

민의 참여와 시민사회의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

과를 공공데이터 개방에 적용하면, 시민의 참여도가 높을 때 공공데이터

개방이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은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황주성(2015)은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정치참여성이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밝히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데이터 개방 요인과 관련해서는 투표와

같은 정치적 참여보다는 온라인에서의 일상적인 참여가 더 중요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이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공

공정보를 이용하는지를 변수화하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반영하여 민

간의 데이터 수요에 관한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 : 민간의 데이터 수요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할 것이다.

3) 지방정부 역량에 관한 가설

지방정부의 역량 요인을 리더십, 인적 역량, 재정적 역량으로 구분하

고 각각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권한은

강력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관심을 갖는 사업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제반 조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단체장의 관심이나

의지가 없다면 개방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미국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Wilson and Cong, 2020)에서도 강한 리더십은 더 많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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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셋과 더 다양한 콘텐츠로 이어졌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요구하는 정

치적 압력이 증가하면 행위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더 많은 인적 자

원과 재정적 자원을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에 투입하기 쉽다.

정치세력은 종종 공공기관에 행정적 요구를 한다(Bozeman, 1987;

Rainey, 2003). 이와 유사하게 Parycek et al.(2014)은 정치인의 의지와

이를 반영하는 최고정보책임자(CIO)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Sayogo and

Pardo(2013)는 데이터 개방에서 정치적 옹호자(political champion)의 중

요성을 역설하였다. Huijboom and van den Broek(2011)은 정치적 리더

십을 공공데이터 개방의 동인으로 제시하였다. Veenstra and van den

Broek(2013)은 공공데이터 개방의 촉진요인으로 관리진의 의지를 제시하

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리더십에 관한 가설(3-1)을 세웠다.

지방정부의 인적 역량과 재정적 역량도 공공데이터 개방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정보화 인력 규모가 크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아 공공데이터

개방에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공데이터를 많

이 개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인력과 예

산 측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에 적절한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

다(김태엽, 2018). 인적 역량과 재정적 역량이 탄탄한 지방자치단체는 공

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재정

적 자원은 공공데이터 개방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Kim and

Eom, 2019). 송효진·황성수(2014)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장애요인으로 인

력과 예산의 부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인적 역량

에 관한 가설(3-2)과 재정적 역량에 관한 가설(3-3)을 수립하였다.

가설 3-1: 단체장이 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는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할 것이다.

가설 3-2: 인적 역량이 강한 기초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

방할 것이다.

가설 3-3: 재정적 역량이 강한 기초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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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분석틀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그림 3-1]과 같이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

다. 인구규모, 경제규모, 고령인구비율, 지방자치단체 유형(시군구), 수도

권 여부와 같은 사회적 환경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제 2 절 변수의 선정과 측정

1. 종속변수(공공데이터의 정보량)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은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

공데이터의 정보량으로 조작화하였다. 정보량은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변

수(정보 제공 항목)의 합계로 측정한다. 기계 판독이 가능한 포맷의 데이

터는 행(row)과 열(column)로 이루어져 있다. 열은 변수를 나타내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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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을 열(column)의 합계로 측정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단순히 공공데이터 개방건수로 개방 수준을 측정할 경우, 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1건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1건을 똑

같이 취급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Mergel et al.(2018)이 지적하듯이 데이

터의 개수는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열(column) 대신 행(row)을 공

공데이터의 개방 수준의 척도로 삼게 되면, 실제로 공공데이터 개방건수

가 적은 지방자치단체를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잘못 측정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데이터와 같이 수십만 개의 행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1건만 개방하더라도

개방 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행과 열을 곱한 값으로 개방

수준을 측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데이터에

포함된 열의 합계로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판단하였다.

물론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은 다양한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데이

터셋 개수, 용량, 셀 등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이 있는데 양적 측면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데이터셋 개수를 사용한다.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비교

를 할 때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데이터셋 개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

다. Wilson and Cong(2020)은 미국 도시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연

구에서 데이터셋의 개수(number of datasets)로 공공데이터의 양적 측면

을 측정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이용 가능한 데이터셋의 개수는 중요한

지표로서 포털에 게시된 데이터셋의 개수는 정보 공유에 대한 의지와 능

력을 반영한다. 유럽데이터포털(European Data Portal)은 공공데이터의

측정 지표로 데이터의 용량(total distribution size), 데이터 배포 건수

(number of distributions), 데이터셋의 개수(number of datasets), 게시자

수(number of unique publishers) 등을 제시하였다(Berends et al., 2020)

공공데이터의 질적 측면에 관한 연구 중에서는 셀(cell) 단위로 측정한

연구가 존재한다. Vetrò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완전성 등을 셀 수준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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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은 확장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예: CSV에 비해 XLSX가

훨씬 큼)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데이터에 포함된 열

(column)의 합계는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정보의 다양성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수준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지표라고 판단하였다.

2. 종속변수의 공차변수(수평적 상호작용)

선행연구(Berry and Berry, 2007; 이석환, 2014; Yang et al., 2015;

Wilson and Cong, 2020)에 의하면 각 지역은 인접한 지역의 영향을 받

아 유사한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할 때, 기초자치단체는 인접한 기초자치단체 ≠가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할수록 데이

터를 더 많이 개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수평적 상호작용에는 경

쟁, 모방, 학습 등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

평적 상호작용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수평적 상호작용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공차변수

(spatially lagged variable)10)를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로 설정하

였다. Anselin(2003)은 인접한 지역들의 종속변수에 공간가중치를 곱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종속변수의 공차변수로 정의한다. 지역 의 종속변수는

이며, 의 공차변수 는 식 (1) 또는 (2)와 같이 쓸 수 있다.

  ⋯ (1)

    (2)

여기서 는 식 (3)과 같은 ×의 공간가중치행렬이고, 는 공간가

중치행렬 의 번째 행 성분들을 나타낸다. 공간가중치행렬은 이웃을

정의하며,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이나 꼭지점이 접하면 이웃으로 간주하

10) 공차변수에 관한 논의는 Anselin(2003)에 크게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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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Queen 방식의 공간가중치행렬을 사용한다. 여기서 자기 자신은 이웃

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각원소인 는 정의상 0이다. 와 가 인

접하고 있으면  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다.



 

 ⋯ ⋯⋮ ⋮ ⋱ ⋮⋯
(3)

그런데 공간가중치행렬 를 사용하면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이웃이

많을수록 공차변수 가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 (4)와 같이 를 번째 행 성분들의 합    로 나누어 공간가

중치를 횡단 표준화(row standardization)할 필요가 있다.

    


(4)

횡단 표준화한 공간가중치행렬  는 식 (5)와 같다.

  


 

  ⋯  ⋯⋮ ⋮ ⋱ ⋮  ⋯
(5)

횡단 표준화한 공간가중치 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번째
행 성분들의 합    은 1이 된다. 공간가중치행렬을  와 같이 정의하
면 공차변수가 이웃의 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접 지역의 영향

력을 계량화하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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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기초자치단체 의 종속변수(공공데이터 정보

량)인 의 공차변수  는 식 (6) 또는 (7)과 같이 정의한다. 다른 변

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공차변수가 커질 때, 종속변수도 일정 비율로 커

진다면 공차변수는 수평적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  (6)

      (7)

3. 독립변수

1) 수직적 상호작용

수직적 상호작용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하였다.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공데이터를 전담

및 겸임하는 인력 규모로 수직적 상호작용을 측정하기로 한다. 각 광역

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얻은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을 참조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담당 인력 규

모를 조사하기로 한다.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데이터 담당 인력이 많다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경

우,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연구이고,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정보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때문에 기초자치

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현실적

으로도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일방향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광역자치단체보다 먼저 데이터에 관한 자치법규를 독자적으로 제

정한 기초자치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인력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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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부족으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위 정부의 영향력을 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데이터 수요

민간의 데이터 수요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사전정보 조회횟수

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측정하여 변수화하기로 한다. 사전정보 조회횟수는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해놓은 정보를 사용자들이 조회한 횟수이

다.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데이터 조회횟수나 다운로드 횟수 대신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사전정보 조회횟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우선, 공공데이터포털에는 데이터의 조회횟수가 0인데도 다운로

드 횟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운로드 횟수는 IP 주소와 무관

하게 중복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데이터 수요를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공공데이터포털과 자치구별 열린데이터광

장으로 이원화하여 자체 포털에 더 많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자치구별 열린데이터광장은 조회수만 제공하고 다운로드 횟수를 제공하

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민간의 데이터 수요를 하나의 도구로

측정하기 위해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사전정보 조회횟수를 사용하

기로 한다.

데이터 수요를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로 측정하려고 시

도해보았으나 결측치가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 웹사이트 트래픽을 기준

으로 전 세계 웹사이트 순위를 매기는 서비스인 Alexa(www.alexa.com)

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의 트래픽을 분석해보았으나 상당수는

방문자 수가 적어서 순위가 표시되지 않았다.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Yavuz and Welch, 2014; 황주

성, 2015 등)를 고려할 때, 정보공개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

이 많은 지역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수요도 많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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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정부 역량

(1) 단체장의 관심

단체장의 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제7회 지방선거의 5대 핵심공약에서

데이터 관련 키워드(데이터, IT, ICT, IOT)를 언급한 횟수로 측정하기로

한다. 단체장이 5대 핵심공약에서 데이터에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언급

할수록 데이터에 관한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약정보 오픈 API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

선된 기초자치단체장의 5대 핵심공약 정보를 제공한다. Python을 이용하

여 기초자치단체장 223명의 공약 정보를 모두 수집한 다음, 단체장별로

키워드 언급 횟수를 조사한다.

(2) 인적 역량

인적 역량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부서 현원’으로 측정하기로 한다.

인적 역량을 전담조직 및 인력으로 측정하는 것은 역의 인과관계

(reverse causality)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전담 조직

이 있고 전담 인력이 많을수록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전담 조직과 인력은 공공데이터 정보량의 원인이 아니

라 결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는 전담 조직이 없지만 개

방한 공공데이터의 정보량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15%에 속한다.

하지만 용인시의 ‘20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에 의

하면 인력 부족으로 타부서 지원 및 자체 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표

3-1]은 경기도 용인시에 공공데이터 전담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정보공개

를 청구하여 파악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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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담 조직 전담 인력 추가확보(예정)� 인력

경기도

용인시
없음

행정과 총무팀 담당자(직원)� 1명,�

데이터전문관(계약직)� 1명 총 2명

데이터팀 신설 건의 예정

(팀장 1명,� 직원 2명,

전문관 2명)

[표 3-1] 경기도 용인시의 조직 및 인력 확충 계획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전담 조직 및 인력

은 공공데이터 정보량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정보화 부서 현

원’을 지방정부의 역량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정보화 부서 현원’은 정

보화 부서의 전산, 통신 및 기타 현원을 합산한 것으로 한국지역정보개

발원의 ‘2018-2019 지역정보화백서’ 통계자료에서 파악하였다. 비교적 탄

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전담 인력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정

보화 부서 현원은 변동성이 작다. 정보화 부서의 ‘정원’과 ‘현원’은 상관

관계가 1에 가깝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원 대신 현원으로 지방정부의 정

보화 역량을 측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재정적 역량

재정적 역량은 재정자립도로 측정하기로 한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

산규모 중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

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활동의 자율성이 높으며, 공공데이터 사

업에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재정적 역량을 정보화 예산 규모로 측정하는 것은 역의 인과관계

(reverse causality)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공무원과의 면담 결과, 예산

을 많이 투입했더니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한다기보다는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았다. 공공데

이터를 많이 개방하기 위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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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므로 재정자립도로 재정적 역량을 측정하여 역의 인과관계를

피하고자 한다.

3. 통제변수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정보량은 도시 규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시군구 인구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한

다. 그런데 도시 규모는 인구규모뿐만 아니라 경제규모와도 비례하기 때

문에 인구규모와 경제규모 간의 상관계수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두 변

수의 상관계수가 크다면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중공선성

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하나의 변수를 제외할 경우 누락변수편의

(omitted variable bi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기로 한다.

경제규모는 정보통신업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측정하기로 한다.

2019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에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중 출

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기업 비중이 35.7%로 가장 높았

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9b). 서형준(2017)의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시

장규모가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정보통신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으므로 경제규모

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시군구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GRDP)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조사연도는 2017년인데 일부 지역

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2016년도 통계를

활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횡단면 분석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과 수

집 시점을 통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

해 부득이하게 일부 변수는 과거 데이터에서 수집하기로 한다.

인구규모나 경제규모가 비슷하더라도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는 공공데이터 수요가 적어서 기초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를 적게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을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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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유형이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구·시·군은 각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특성을 갖고 있고, 산업화

정도를 나타내므로 성격이 크게 다르다(박철현 외, 2013). 측정하기 어려

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수도권은 비수도권과 다른 사회

경제적 환경을 갖고 있으므로 수도권 여부도 통제변수로 추가하기로 한

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표 3-2]와 같이 정리하였다.

변수 측정방법 자료출처

종속

변수

공공

데이터의

정보량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변수(정보 제공

항목)의 합계

-� 공공데이터포털

� 파일데이터조회 오픈 API

-� 서울시 자치구별

� 열린데이터광장

공

차

변

수
지자체 간

상호작용

수평적

상호

작용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의 공공데이터

정보량에 Queen� 방식 공간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가중평균

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조회 오픈 API

독

립

변

수

수직적

상호

작용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전담 및 겸임 인원수

각�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2020)

데이터

수요

민간의

데이터

수요

정보공개포털의 사전정보 조회횟수 정보공개포털

지방

정부

역량

단체장의

관심

제7회 지방선거 5대 핵심공약에서 데

이터,� IT,� ICT,� IOT를 언급한 횟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약정보 오픈 API

인적역량 정보화 부서 현원 지역정보화백서(2019)

재정적

역량
재정자립도 통계청(2020)

통제

변수

경제규모 정보통신업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청(2016)

인구규모 시군구 전체인구 통계청(2020)

고령인구

비율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통계청(2020)

지자체

유형
시,� 군,� 구 더미변수 -

수도권

여부

수도권 지자체는 1,� 비수도권 지자체

는 0으로 코딩
-

[표 3-2] 변수의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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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1. 분석모형

전통적인 다중회귀모형(OLS)은 관측치 간의 독립성을 가정하기 때문

에 공간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차변수를 추가한 공차모형은 종속변

수 간에 공간효과가 존재한다. 단순화를 위해 2개의 지역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중회귀모형과 공차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3-2]와 같다.

다중회귀모형 공차모형

출처: Ahrens and Bhattacharjee(2015)의 자료를 일부 수정.

[그림 3-2] 다중회귀모형과 공차모형 비교

전통적인 다중회귀모형(OLS)은 식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

서 는 종속변수를 나타내는 × 벡터(), 는 독립변수 및 통

제변수를 나타내는 × 행렬(), 는 회귀계수를 나타내는 ×
벡터, 는 ×의 오차 벡터이다.

, ∼ (8)

공차모형(Spatial Lag Model)은 제2절에서 정의한 공차변수를 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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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중회귀모형에 추가한 모형으로 식 (9)와 같이 쓸 수 있다(Plümper

and Neumayer, 2010). 우변의 는 종속변수의 공차변수이며 내생변

수이다. 공차변수의 계수인 는 공간자기회귀계수(spatial autoregressive

coefficient)로 스칼라 값이다. 는 횡단 표준화한 공간가중치를 나타내

며 × 행렬이다.
, ∼ (9)

2. 분석방법

1) 공간가중치행렬 작성

인접 지역을 정의하는 방식에는 지리적 인접성 기준, 거리 기준, 사회

경제적 유사성 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는 지리

적 인접성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3-3]에는 지리적 인접성 기준

중에서 흔히 사용되는 Queen 및 Rook 방식이 나와 있다(Lloyd, 2010).

공간가중치행렬에서 인접 지역은 1, 인접하지 않은 지역은 0이 된다.

              출처: Lloyd(2010)의 내용을 일부 수정

[그림 3-3] Queen 방식과 Rook 방식 공간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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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은 사회경제적 환경 및 문화가 유사하고, 실질

적으로 직접적인 접촉 가능성이 높으며, 정보나 자원의 흐름도 용이하다

(이석환, 2014). 각 지자체는 유사한 지자체를 참고하여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Queen 방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접 지역 간의 수평적 영향력을 모형화하므로

Queen 방식의 공간가중치행렬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경계선만을 고려하는 Rook 방식에 비해 경계선과 점을 모두 고

려하는 Queen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그림 3-4]에서 서

울특별시 동작구와 구로구는 경계선이 아니라 점끼리 접하고 있는데

Rook 방식에서는 두 자치구가 인접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하는 문제가

있다.

[그림 3-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인접 지역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정보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전통적인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잔차에 자기상관이 존재한다면, 기초자치단체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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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의존성을 의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공간계량경제모형의 기법들을 사용하기로 한다.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을 정의하고 공간가

중치행렬을 작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이나 꼭지점이 접하면

인접 지역으로 간주하는 Queen 방식의 공간가중치행렬을 사용하기로 한

다. 공간적 의존성을 진단하기 위해 전역적 자기상관성 검정(Global

Moran’s I)과 국지적 자기상관성 검정(Local Moran’s I)을 진행한다. 공

간적 의존성이 존재한다면 이를 반영하는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를 반영할 수 있는 Anselin(1988)의 공차모형(Spatial Lag Model)을 사

용한다. Anselin이 개발한 통계 패키지인 GeoDa에서는 공차모형과 공간

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공간오차모형과 달

리, 공차모형은 기초자치단체 간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초자치단체 의 독립변수가 변화할 때 기초자치단체 의
종속변수가 변화한다. 그런데 공간적 의존성이 존재하면, 기초자치단체 
의 종속변수가 변화할 때 인접한 기초자치단체 의 종속변수도 변화한

다. 기초자치단체 의 종속변수는 다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 의 종속변

수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효과가 반복된다. 그런데 GeoDa에서 제공하는

공차모형의 회귀계수에는 피드백 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LeSage and Pace(2009)는 회귀계수를 직접효과(direct effect), 간접효

과(indirect effect), 총효과(total effect)로 분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직접효과는 지역 의 독립변수가 자신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을 의미한다. 간접효과는 지역 의 종속변수가 인접 지역 의 종속변수

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지역 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총효과는 두 효과의 합이다. R의 공간계량경제분석 패

키지인 spdep을 사용하여 이와 같이 회귀계수를 분석하기로 한다. 최종

적으로 전통적 회귀분석과 공간계량경제분석의 결과를 비교하여 유의미

한 변수들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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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자료의 일반적 특성

1.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표본수는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223

개이다. 종속변수인 공공데이터 정보량의 단위는 데이터에 포함된 ‘열

(column)의 개수’이다. 수평적 상호작용은 인접 지역 종속변수를 공간가

중치로 가중평균한 공차변수(spatial lag variable)이며 단위는 종속변수

와 같다. 수직적 상호작용은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전담 및 겸임

인력 규모로 측정하며 단위는 ‘명’이다. 사전정보 조회건수의 단위는 ‘회’

이다. 단체장의 관심은 지방선거 핵심공약에서 언급한 데이터 관련 키워

드의 개수로 측정하며 단위는 ‘개’이다. 정보화 인력 규모는 정보화 부서

현원으로 측정하며 단위는 ‘명’이다. 재정자립도와 고령인구비율의 단위

는 퍼센트(%)이다. 정보통신업 GRDP의 단위는 ‘백만 원’, 인구의 단위는

‘명’이다.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종속변수
공공데이터 

정보량
223 2,338.27 1,877.46 478 8,795

지자체 
간 

상호작용

수평적 
상호작용

223 2,345.30 1,547.24 951 7,145

수직적
상호작용

223 8.93 9.49 1 29

데이터
수요

사전정보 
조회건수

223 915.45 693.19 44 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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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의 분포는 [그림 4-1]과 같다. Python의 Seaborn 라이브러리

를 사용하여 종속변수의 분포를 시각화하였다. 왼쪽 그림은 종속변수의

분포이고, 오른쪽 그림은 로그 변환한 종속변수의 분포이다. 히스토그램

위에 표시된 곡선은 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e) 함수이다.

종속변수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보인다. 모형의 적합성을 높이

기 위해 이후의 분석에서는 종속변수와 일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수직

적 상호작용, 사전정보 조회건수, 정보화 인력 규모, 재정자립도, 정보통

신업 GRDP, 인구 변수)를 로그 변환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지방
정부
역량

단체장의
관심

223 0.34 0.81 0 5

정보화 인력 
규모

223 14.04 8.28 4 46

재정자립도 223 54.05 11.35 26.80 74.80

사회
경제적 
환경

정보통신업 
GRDP

223 251,144 711,473.11 3,239 5,457,511

인구 223 227,658.5 222,499.5 16,993 1,194,465

고령인구
비율

223 20.96 8.16 7.60 39.90

[표 4-1] 변수의 기술통계

종속변수     log(종속변수)

[그림 4-1] 종속변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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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

종속변수에 공간적 의존성이 존재하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림 4-2]의 5분위 지도를 살펴보았다. 기초자치단체가 개방한 공공데

이터의 정보량은 서울과 수도권, 부산권에서 많았으며 이들은 지리적으

로 인접하는 패턴을 보인다.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라

남도 등의 농어촌 지역은 공공데이터의 정보량이 적으며 이들 지역도 지

리적으로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대도시와 농어촌의 특

성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대전광역

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대도시의 일부 자치구는 중소도시에 비해

공공데이터의 정보량이 적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 외에 다른 변수가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림 4-2] log(종속변수)의 5분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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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의 공간적 의존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Moran’s I 지수를 사용하여 자기상관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Moran’s I

지수는 전역적(global) 방법과 국지적(local)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전역적 Moran’s I 지수는 식 (10)과 같이 정의된다(Anselin, 2005).

     
        

(10)    전역적 Moran’s I

  : 지역 와 지역 의 종속변수 : 공간가중치행렬의 번째 행 번째 열의 성분  : 종속변수의 평균 : 공간가중치행렬 전체 성분의 합 : 기초자치단체 223개

전역적 Moran’s I 지수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림 4-3]과

같이 인접한 지역 와 지역 의 값이 비슷할수록 전역적 Moran’s I 지

수는 1에 가까워진다(양의 공간적 자기상관). 지역 의 값은 크고 인접

지역 의 값은 작다면 전역적 Moran’s I 지수는 -1에 가까워진다(음의

공간적 자기상관). 인접한 지역 와 지역 의 값에 별로 관계가 없으면

전역적 Moran’s I 지수는 0에 가까워진다(공간적 자기상관 없음).

음의 공간적 자기상관 공간적 자기상관 없음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

 출처: Amaya et al.(2019)

[그림 4-3] 공간적 자기상관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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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적 Moran’s I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4-4]에 제시되어 있다. X축

은 로그 변환한 종속변수를 나타내고, Y축은 로그 변환한 종속변수의 공

차변수(spatial lag variable)를 나타낸다. 종속변수와 공차변수 간에는 양

(+)의 관계가 나타나며 Moran’s I 지수는 0.594로 높게 나타났다. 1사분

면에 분포하는 지역의 특징은 자신이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정보량이 많

으면서 인접 지역이 개방한 정보량도 많다는 점이다. 3사분면에 분포하

는 지역의 특징은 자신이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정보량도 적고, 인접 지

역이 개방한 정보량도 적다는 점이다. 1,000회 시뮬레이션한 결과,

Pseudo p값이 0.0009로 나타났기 때문에 데이터가 무작위로 분포한다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0.001에서 기각할 수 있다. 즉, 종속변수에는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4-4] 전역적 자기상관성 검정 결과

그런데 전역적 자기상관성 검정으로는 지역 전체의 공간적 의존성 여

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국지적으로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

다. 이에 국지적 자기상관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국지적 Moran’s I 지수

는 식 (11)과 같이 정의된다. 국지적 Moran’s I 지수는 특정 지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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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측정한다(Anselin, 2005).

     
      

(11)    국지적 Moran’s I

국지적 Moran’s I는 특정 지역과 주변 지역을 비교하여 주변 지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지역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지수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유형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지수가 높은 값끼리 모여 있는 HH유형(High-High)은 핫스팟이고,

낮은 값끼리 모여 있는 LL유형(Low-Low)은 콜드스팟이다. 높은 값 주

변에 낮은 값이 존재하는 HL유형(High-Low)과 낮은 값 주변에 높은 값

이 존재하는 LH유형(Low-High)은 이례적인 지역이다. [그림 4-5]에는

국지적 자기상관성 검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000회 시뮬레이션한 결

과,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일

부에서 핫스팟이 나타나고, 강원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일부 자치구,

대전광역시 일부 자치구와 주변 지역에 콜드스팟이 존재한다.

[그림 4-5] 국지적 자기상관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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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에 사용할 변수 선택

상관분석으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후, 상관계수가 높아 다중

공선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주성분분석(PCA)을 통해 변수를 축소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변수 중 연속변수에 대한 상관분석을 수

행한 결과가 [그림 4-6]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DATA)와 여러 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인구(POP)와

정보통신업 지역내총생산(GRDP)의 상관계수는 0.85로 높게 나타났다.

*: p < 0.05, **: p < 0.01

DATA(공공데이터의 정보량), SIDO_HR(광역지자체의 공공데이터 인력 규모), 

VIEW(정보공개포털의 사전정보 조회건수), GRDP(정보통신업 지역내총생산), 

KWD(단체장 공약의 데이터 관련 키워드 언급 횟수), HR(정보화 인력 규모), 

FR(재정자립도), POP(인구), OLD(고령인구비율)

[그림 4-6] 상관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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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제외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인구와 정보통신업

지역내총생산의 상관계수가 크더라도 이 변수들이 빠져서 안 될 변수라

면, 어느 하나를 제외했을 때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라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락변수편의가 발생하면 추정

된 회귀계수는 불편성과 효율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길곤, 2019).

다중공선성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독립변수를 제외하기도 하지만, 독

립변수의 제외는 정보손실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Gujarati, 2009).

주성분분석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 간의 변동을 상관관계가 없는 새로

운 변수(주성분)로 설명하는 차원축소 기법이다(김지현, 2015). 인구와

정보통신업 지역내총생산 변수는 지방자치단체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이

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을 통해 인구와 정보통신업 지역내총생산

변수를 묶어서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관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였다.

주성분분석 결과는 [표 4-2]에 나와 있다. 주성분분석에는 특이값 분

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 방식을 사용하였다. 고윳값

(eigenvalue)이 1을 초과하는 성분을 선택하는 Kaiser 기준에 따를 때

제1주성분(PC1)이 선택된다. 제1주성분은 총 변동의 92.3%를 설명한다.

인구와 정보통신업 지역내총생산을 합친 이 주성분을 ‘인구·경제규모’ 변

수로 설정하고 이후의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Variable Loadings PC1 PC2
인구 0.7071 -0.7071

정보통신업 지역내총생산 0.7071 0.7071

항목 PC1 PC2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1.3587 0.3924

기여율(Proportion of variance) 0.9230 0.0770

누적기여율(Cumulative proportion) 0.9230 1.0000

고윳값(Eigenvalues) 1.8460 0.1540

[표 4-2] 주성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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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중회귀모형 분석결과

1. 모형 적합성 검토

다중회귀모형은 이후에 공간계량경제모형과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사용

하기 위한 것이다. 다중회귀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모형의 적합

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귀분석의 주요 가정으로는 잔차의 정

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이 있는데 각각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잔차의 정규성

잔차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화 잔차 히스토그램과 정규 P-P

도표를 그렸다. [그림 4-7]의 왼쪽 그림은 표준화 잔차의 히스토그램이

다. 데이터가 0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정규분포에 가

깝다. [그림 4-7]의 오른쪽 그림은 정규 P-P 도표이다. 데이터가 45도선

을 중심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잔차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 그림을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잔차의 정

규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7] 표준화 잔차의 히스토그램과 정규 P-P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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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의 정규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검정

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결과는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Jarque-Bera,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검정의 귀무가설은 잔차가 정규분

포를 따른다는 것이다. 세 가지 검정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따라서 잔차의 정규성을 충족한다고 말할 수 있다.

검정 자유도 통계량 유의확률
Jarque-Bera 2 2.600 0.273

Kolmogorov-Smirnov 223 0.037 0.200

Shapiro-Wilk 223 0.993 0.382

*: p < 0.1, **: p < 0.05, ***: p < 0.01

[표 4-3] 정규성 검정 결과

2) 잔차의 등분산성

회귀모형에서 예측된 값에 관계없이 잔차의 분산이 동일해야 모형의

설명력이 우수하다. 잔차의 등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4]에 제시하였다. Breusch-Pagan 검정과

Koenker-Bassett 검정의 귀무가설은 잔차가 등분산성을 충족한다는 것

이다(Grekousis, 2020). Breusch-Pagan 검정에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고, Koenker-Bassett 검정에서는 유의수준 0.01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잔차의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분산성은 데이터의 공간적 의존성 때문일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적 의존성을 통제하는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사용할 필요가 있

다.

검정 자유도 통계량 유의확률
Breusch-Pagan 10 20.0557** 0.0287

Koenker-Bassett 10 26.0063*** 0.0037

*: p < 0.1, **: p < 0.05, ***: p < 0.01

[표 4-4] 등분산성 검정 결과



- 60 -

3) 잔차의 독립성

회귀분석의 주요 가정에는 잔차의 독립성이 있다. 잔차가 정규분포를

이루더라도 잔차에 패턴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잔차는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는 공간 데이터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중

요한 가정이다. 잔차에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면 독립성 가정을 위반

한다. [표 4-5]에는 잔차에 대한 전역적 자기상관성 검정(Moran’s I) 결

과가 나와 있다. Moran’s I 지수는 0.2351로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나타났다. Moran’s I 검정의 귀무가설은 전체 공간에서 아무런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유의수준 0.01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

다. [그림 4-8]은 특정 지역의 잔차와 주변 지역의 잔차가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간적 의존성이 존재할 때

일반적인 회귀모형을 사용하면 모형의 적합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검정 Moran's I 지수 통계량 유의확률
Moran's I (error) 0.2351 6.1303*** 0.0000

*: p < 0.1, **: p < 0.05, ***: p < 0.01

[표 4-5] 잔차에 대한 Moran’s I 검정 결과

[그림 4-8] 잔차에 대한 Moran’s I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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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회귀분석 결과

후술할 공간계량경제모형과의 비교를 위해 다중회귀모형의 분석결과

를 [표 4-6]에 제시하였다. [표 4-7]에는 다중회귀모형의 설명력과 적합

성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결정계수인 R2는 0.537, 수정된 R2는

0.515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 VIF 값이 10을 넘는 변

수는 없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만, 잔차의 등분산성과 독립성 가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해

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회

귀모형이기 때문에 공차변수(spatial lag variable)인 ‘수평적 상호작용’은

제외하였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단체장의 관심, 정보화 인력 규모, 재정자립도, 인구·경제규모, 고령

인구비율,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중회귀모형과 공간계량경제모형을 비교할 때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표 4-6]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B SE t값 유의확률 VIF

상수항 5.3065 0.5626 9.4328*** 0.0000 -

지자체 간 
상호작용

수평적 상호작용 - - - - -

수직적 상호작용 0.0258 0.0537 0.4807 0.6312 5.0122

데이터 수요 사전정보 조회건수 0.0730 0.0445 1.6412 0.1022 1.3960

지방
정부
역량

단체장의 관심 0.0672 0.0355 1.8950* 0.0595 1.0390

정보화 인력 규모 0.1366 0.0718 1.9025* 0.0585 2.3226

재정자립도 0.2613 0.1138 2.2965** 0.0226 4.8662

사회
경제적 
환경

인구·경제 규모 0.1302 0.0498 2.6169*** 0.0095 5.7384

고령인구비율 0.0229 0.0077 2.9788*** 0.0032 4.9482

자치구 0.2034 0.1342 1.5153 0.1312 4.8532

시 -0.1239 0.1049 -1.1809 0.2390 3.0980

수도권 0.3755 0.1189 3.1577*** 0.0018 3.6495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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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다중회귀모형 요약

항목 검정 값 비고

모형의 
설명력

R2 0.537

수정된 R2 0.515

모형의 
적합성

AIC 257.221

BIC 294.700

Log Likelihood -117.611

정규성 Jarque-Bera 2.600 정규성 충족

등분산성
Breusch-Pagan 20.056** 이분산성 존재

Koenker-Bassett 26.006*** 이분산성 존재

독립성
Durbin-Watson 1.301

1.5 미만으로 양(+)의 자기상관 
존재 가능성

Moran’s I (error) 0.235 *** 잔차에 공간적 자기상관성 존재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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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간계량경제모형 분석결과

1. 모형 적합성 검토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는 다중회귀모형(OLS)과 공간적 의존성

을 반영한 공차모형(Spatial Lag Model, SLM) 및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 SEM)을 비교한 결과가 [표 4-8]에 나와 있다. 공간계량경

제모형에서의 R2는 Pseudo R2이기 때문에 다중회귀모형과 직접적인 비

교가 어렵다(Anselin, 2005). 그 대신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또는 Schwarz Criterion), 로그우도

(Log Likelihood)와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 모형을 비교할 수 있다. AIC

와 BIC가 작을수록, 그리고 로그우도가 클수록 모형의 적합성이 높다

(Matthews, 2006). 공차모형(SLM)과 공간오차모형(SEM)은 다중회귀모

형(OLS)에 비해 AIC와 BIC가 작고 로그우도가 크기 때문에 더 우수한

모형이다. 공간공차모형(SLM)과 공간오차모형(SEM) 중 최적 모형을 선

택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표 4-8] OLS, SLM, SEM의 비교

항목 검정
다중회귀모형

(OLS)
공차모형

(SLM)
공간오차모형

(SEM)
모형의 
설명력

R2 0.537 0.614 0.631 

모형의 
적합성

AIC 257.221 228.438 223.738

BIC 294.700 269.324 261.217

Log 
Likelihood

-117.611 -102.219 -100.869

정규성 Jarque-Bera 2.600 - -

등분산성

Breusch-Pag
an

20.056** 9.1797 7.68255

Koenker-Bas
sett 

26.006*** - -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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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도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다중회귀모형(OLS)에서 나타났던 이분

산성(heteroskedasticity)이 공차모형(SLM)과 공간오차모형(SEM)에서는

사라졌다는 점이다. Breusch-Pagan 검정의 귀무가설은 잔차가 등분산성

을 갖는다는 것인데 공차모형(SLM)과 공간오차모형(SEM)에서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따라서 등분산성의 측면에서 공간계량경제모형

은 일반적인 다중회귀모형에 비해 우수한 모형이다.

한편, 잔차의 독립성 측면에서도 공간계량경제모형은 다중회귀모형에

비해 우수하다. [그림 4-9]는 다중회귀모형(OLS), 공차모형(SLM), 공간

오차모형(SEM)의 잔차에 대해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다중회귀모형(OLS)에서는 Moran’s I 지수가 0.235이며, 데이터가 무작위

로 분포한다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0.001에서 기각하였다. 즉, 잔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4-9]의 왼쪽 산포도를 보면 잔차가 양(+)의 자기상관을 나타낸다.

한편, 공차모형(SLM) 및 공간오차모형(SEM)에서는 잔차의 Moran’s I

지수가 각각 0에 가까웠으며, 데이터가 무작위로 분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그림 4-9]의 가운데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보면 공차

모형(SLM)과 공간오차모형(SEM)의 잔차에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4-9] OLS, SLM, SEM 잔차의 Moran’s I 산포도

위의 분석을 종합하면 다중회귀모형(OLS)에 비해 공간계량경제모형

이 우수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공차모형(SLM)은 공차변수(spatial lag

variable)를 추가하여 공간적 의존성을 반영하고, 공간오차모형(SE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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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의 공분산을 만들어서 공간적 의존성을 반영한다. 데이터에 공간적

의존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는 모형을 사용해야 적합성이 높아

질 수 있다.

2. 최적 모형 선택

앞의 분석에서 다중회귀모형(OLS)에 비해 공간계량경제모형이 우수

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공차모형(SLM)과 공간오차모형

(SEM) 중에서 어떤 모형이 최적 모형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적 모

형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이론 중심 접근법과 자료 중심 접근법이 있다.

1) 이론 중심 접근법

이론 중심 접근법은 모형이 이론적 또는 현실적으로 적합한지 판단하

는 방법이다. Ward and Gleditsch(2008)에 의하면, 공차모형(SLM)과 공

간오차모형(SEM) 중에 어느 것이 적합한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간의 공간적 상호작용에 관심이

있다면 공차모형(SLM)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관찰되지 않

은 변수가 오차항에 공간적 자기상관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간오차모형(SEM)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설명변수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에 관심이 있

으므로 공차모형(SLM)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자료 중심 접근법

자료 중심 접근법은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형 간의 비교를 통해

최적 모형을 찾는 방법이다. 자료 중심 접근법에는 상향식 접근법과 하

향식 접근법이 있는데 여러 선행연구에서 상향식 접근법이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Florax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그림 4-10]과 같이

Anselin(2005)이 제시한 상향식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OLS에서 잔

차에 공간적 의존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존재한다면, 라그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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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Lagrange Multiplier) 검정을 통해 공간적 의존성이 종속변수와 오

차항 중 어디에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공간적 의존성이 종속변수에 존재

한다면 공차모형(SLM)을 사용하고, 공간적 의존성이 오차항에 존재한다

면 공간오차모형(SEM)을 사용한다.

출처: Anselin(2005)의 내용을 일부 수정.

[그림 4-10] 최적 모형 선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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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에는 공간적 의존성에 관한 검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를 바탕으로 최적 모형을 선택하였다. 우선 앞의 분석에서 다중회귀모형

(OLS)의 잔차에 공간적 의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림 4-10]에 의하면 OLS의 분석결과를 사용할 수 없다. 그다음으로 라그

랑주 승수(Lagrange Multiplier) 검정을 통해 공간적 의존성이 종속변수

와 오차항 중 어디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Lagrange Multiplier(lag)

검정의 귀무가설은 종속변수가 공간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것이고,

Lagrange Multiplier(error) 검정의 귀무가설은 오차항이 공간적으로 독

립적이라는 것이다. [표 4-9]에서 각 검정의 통계량을 보면 종속변수와

오차항의 공간적 독립성에 관한 귀무가설은 유의수준 0.001에서 기각되

었다. 종속변수와 오차항의 공간적 독립성에 관한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

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Robust LM 검정을 실시하였다. Robust

LM(lag)의 통계량을 보면 유의수준 0.0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했지만,

Robust LM(error)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이는 공간적

종속성이 오차항이 아니라 종속변수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료

중심 접근법에서도 공차모형(SLM)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검정 자유도 통계량 유의확률
Lagrange Multiplier (lag) 1 35.4736*** 0.0000

Robust LM (lag)   1 6.1302** 0.0133

Lagrange Multiplier (error)  1 29.3434*** 0.0000

Robust LM (error) 1 0.0001 0.9931

*: p < 0.1, **: p < 0.05, ***: p < 0.01

[표 4-9] 공간적 의존성에 관한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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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차모형(Spatial Lag Model) 분석결과

1) 공차모형 분석결과

이론 중심 접근법과 자료 중심 접근법 모두에 의할 때 본 연구에 적

합한 모형은 공차모형(Spatial Lag Model)이다. [표 4-10]에는 공차모형

의 분석결과가 나와 있다. 이 모형은 공간적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반

영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공차변수(spatial lag variable)인 ‘수평적 상호작

용’이 추가되었다. 수평적 상호작용, 단체장의 관심, 인구·경제규모는 종

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B SE Z값 유의확률

상수항 2.7151 0.6755 4.0192*** 0.0001

지자체 
간 

상호작용

수평적 
상호작용() 0.4438 0.0739 6.0051*** 0.0000

수직적
상호작용

0.0105 0.0479 0.2183 0.8272

데이터
수요

사전정보 
조회건수

0.0560 0.0397 1.4097 0.1586

지방
정부
역량

단체장의
관심

0.0634 0.0316 2.0073** 0.0447

정보화 인력 
규모

0.0985 0.0640 1.5394 0.1237

재정자립도 0.1622 0.1028 1.5778 0.1146

사회
경제적 
환경

인구·경제 
규모

0.1071 0.0444 2.4144** 0.0158

고령인구
비율

0.0145 0.0069 2.1071** 0.0351

자치구 0.1500 0.1209 1.2403 0.2149

시 -0.0583 0.0935 -0.6235 0.5330

수도권 0.1173 0.1116 1.0508 0.2934

*: p < 0.1, **: p < 0.05, ***: p < 0.01

[표 4-10] 공차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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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은 다중회귀모형과 공차모형의 회귀계수를 보여준다. 단체장

의 관심, 인구·경제규모는 두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수였다. 다중회

귀모형에서 유의미했던 일부 변수들은 공차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보화 인력 규모, 재정자립도, 수도권 여부는 다중회귀모형에서는 유의

미했지만, 공차모형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다중회귀모형에서는 정보화 인

력이 많거나,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공

공데이터 개방 수준이 높은 것처럼 나타났다. 하지만 수평적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자 정보화 인력 규모, 재정자립도, 수도권 여부의 영향력이

작아졌다. 공차모형에 의하면 수평적 상호작용이 더 중요한 변수라고 해

석할 수 있다.

[표 4-11] 다중회귀모형과 공차모형의 회귀계수 비교

공차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수평적 상호작용의 계수 는 0.4438로 유

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는 공간적 상호작용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이 값이 클수록 주변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

다. 주변 지역에서 개방하는 정보량의 44.38% 정도가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지방자치단체

들과 인접한 지역은 그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로써 수평적 상호

작용에 관한 가설 1-1이 채택되었다.

변수                  모형 다중회귀모형
(OLS)

공차모형
(SLM)

상수항 5.3065*** 2.7151***
지자체 간 
상호작용

수평적 상호작용 - 0.4438***
수직적 상호작용 0.0258 0.0105

데이터 수요 사전정보 조회건수 0.0730 0.0560

지방정부
역량

단체장의 관심 0.0672* 0.0634**
정보화 인력 규모 0.1366* 0.0985

재정자립도 0.2613** 0.1622

사회경제적 
환경

인구·경제규모 0.1302*** 0.1071**
고령인구비율 0.0229*** 0.0145**

구 0.2034 0.1500
시 -0.1239 -0.0583

수도권 0.3755*** 0.1173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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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상관분석에서 수직적

상호작용 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계수는 0.59로 유의미했지만, 다른 변수

들을 통제했을 때 수직적 상호작용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로

써 가설 1-2가 기각되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때, 광역자치단체가 관여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례연구

가 필요하다.

사전정보 조회건수로 측정한 민간의 데이터 수요 변수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관분석에서 데이터 수요 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계수는 0.39로

유의미했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데이터 수요의 영향력은 유의

미하지 않았다. 이로써 가설 2가 기각되었다. 인구·경제규모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시민의 온라인 정보 이용은 인구·경제규모에 비해

데이터 개방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체장의 관심은 다중회귀모형과 공차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수였

다. 수평적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했을 때도 단체장의 관심 변수는 여전

히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이로써 가설 3-1이 채택되었다. 이는 미

국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Wilson and Cong, 2020)의 결과와

일치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강력한 권한을 고려할 때, 단체장

이 관심을 갖는 사업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제반

조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단체장의 관심이나 의지가 없다면 사업은 성

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보화 인력 규모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상관분석에서 정보화

인력 규모와 종속변수의 상관계수는 0.41로 유의미했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인적 역량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로써 가설 3-2

가 기각되었다. 정보화 인력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는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노동집

약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공공데이터 개

방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Kim

and Eom(2019)에 의하면, IT 인력 비율로 측정한 인적 자원 변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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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데이터 개방의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정자립도 역시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상관분석에서 재정자립

도와 종속변수의 상관계수는 0.53으로 유의미했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

했을 때 재정적 역량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로써 가설 3-3이

기각되었다. 재정자립도의 영향력은 Kim and Eom(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 재정자립도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하지만

재정적 자원(IT 관련 예산 총액)은 공공데이터 개방의 성공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인구수 대신 인구밀도를 통

제변수로 사용했으며, 정보통신업 GRDP와 같은 경제규모 변수를 사용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재정자립도의 영향력이 작게 나타난 이유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데이터 사업 중 비예산 사업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12]에

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공공데이터 사업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빅데이

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은 예산 사업이지만, 공공

데이터와 직접 관련된 ‘데이터 개방’, ‘활용 활성화’, ‘품질 개선’, ‘데이터

연계·분석’ 사업은 비예산 사업임을 알 수 있다.

단위: 백만 원
추진 사업 주요 내용 예산

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에 따라 신규개방 및 표준 
개방(2020년 4건 신규 개방)

0

활용 활성화
공공데이터포털 활용에 대한 홍보 및 직원 회원가입
독려 등을 통한 활성화 추진

0

품질 개선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한 개방표준 데이터 점검을 거친 후 
표준데이터로 등록·개방된 공공데이터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데이터 정비 실시 

0

데이터
연계·분석

강남구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관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및 연계 방안 분석

0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강남 및 타 공공기관 데이터 외부 연계, 빅데이터 통합 플
랫폼 구축 및 시각화 구현

760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정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과
제 발굴. 타 기관 과제 사례를 파악하여 강남구에
적용 가능 여부도 검토.

22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표 4-1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공공데이터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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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은

작다. [그림 4-11]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광역자치단체들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 비중을 분야별로 보여준다.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이 속한 ‘개방 및 융합’ 분야의 예산 비중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 비예

산 사업과 ‘개방 및 융합’ 예산의 비중을 고려해보면 재정적 역량이 개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출처: 각 광역자치단체의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그림 4-11] 분야별 공공데이터 사업 예산 비중



- 73 -

2)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분석

앞에서 GeoD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공차모형의 회귀계수를 살펴보

았다. 그런데 이 회귀계수에는 인접 지역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중회귀모형(OLS)에서 도출한 회귀계수 는 일회적 한계효

과를 반영하고 있지만 공차모형의 회귀계수는 지역 간에 무한히 상호작

용한 결과를 반영한다.

공차모형은 식 (1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공차모형의 회귀계수는

가 아니라 식 (13)과 같이 ·이다. 는 공간적 파

급효과로서 식 (14)와 같이 무한급수로 전개할 수 있다(박헌수·안지아,

2005; 박현수·김찬호, 2007). 공간적 파급효과는 어떤 지역의 공공데이터

정보량이 그 지역의 독립변수뿐 아니라 공간가중치행렬 를 통해 다른

지역의 영향도 받게 됨을 의미한다. 공차변수의 계수 가 커질수록 공간

적 파급효과도 커진다.

, ∼ (12)

  (13)

   ⋯≈ (14)

공차모형에 의하면 지역 의 종속변수가 1단위 변화할 때 인접 지역의 종속변수는 만큼 변화한다. 이를 1차 영향이라 할 때, 인접 지역

의 종속변수는 1차 영향의 출발 지역 에 다시  만큼 영향을 준다

(김동욱 외, 2010). 공간적 파급효과는 어떤 지역의 종속변수 변화가 인

접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 지역이 다시 인접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과정을 반복한 누적효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간에 무한히

상호작용한 결과를 반영한 누적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LeSa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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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e(2009)는 회귀계수를 직접효과(direct effect), 간접효과(indirect

effect), 총효과(total effect)로 분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직접효과는

지역 의 독립변수가 자신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의미한

다. 간접효과는 지역 의 종속변수가 인접 지역 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지역 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의미

한다. 총효과는 두 효과의 합이다.

LeSage and Pace(2009)의 방법에 따라, R의 spdep 패키지에 있는

impacts 함수로 회귀계수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로 분해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3]에 나와 있다. 이는 1,000회 시뮬레이션한 결과로서

직접효과는 앞에서 도출한 회귀계수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지자체 
간 

상호작용

수평적 
상호작용

- - -

수직적
상호작용

0.0110 0.0078 0.0188

데이터
수요

사전정보 
조회건수

0.0587 0.0420 0.1007

지방
정부
역량

단체장의
관심

0.0664 ** 0.0475 * 0.1139 *

정보화 인력 
규모

0.1032 0.0738 0.1771

재정자립도 0.1700 0.1216 0.2917

사회
경제적 
환경

인구·경제 
규모

0.1123 ** 0.0803 * 0.1926 **

고령인구
비율

0.0152 ** 0.0109 * 0.0260 **

구 0.1572 0.1124 0.2697

시 -0.0611 -0.0437 -0.1048

수도권 0.1230 0.0879 0.2109

*: p < 0.1, **: p < 0.05, ***: p < 0.01

[표 4-13]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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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는 [표 4-10]에서 도출한 회귀계수와 거의 비슷하다. 여기에

간접효과를 더했을 때 공간적 파급효과를 반영한 회귀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부호가 같게 나타났기 때문에 총효과를 반

영한 회귀계수는 [표 4-10]에서 구한 회귀계수보다 크다.

종속변수의 공차변수인 수평적 상호작용의 계수 는 0.4438이었다.

이 값을 공간적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에 대입하면 약 1.8이 나온

다. 즉, 공차모형의 회귀계수는 다중회귀모형의 회귀계수에 비해 약 1.8

배 크다. 0.8의 차이는 공간적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다. 공간적 의존성이

존재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회귀계수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

는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3) 수직적 상호작용과 수평적 상호작용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므로 수직적 상

호작용과 수평적 상호작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직적 상호작용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정의하였다.

수직적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15개 광역자치단

체로 더미변수화하고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14]에 나와 있다. 집단 간 제곱합이 집단 내 제곱합보다 크고 유의확

률이 0.0000이므로 광역자치단체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표 4-15]와 같이 Levine 검정 결과,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않아 분산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그 대안으로 Welch 검정과

Brown-Forsythe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검정 모두 유의확률이 0.000으

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즉, 광역

자치단체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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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 간 55.413 14 3.958 32.141 0.000

집단 내 25.615 208 0.123

전체 81.028 222

[표 4-14] 분산분석 결과

검정 통계량 자유도1 자유도2 유의확률
분산의 동질성 검정(Levene) 2.814 14 208 0.001
평균의 동질성 로버스트 검정
(Welch)

221.402 14 49.495 0.000

평균의 동질성 로버스트 검정
(Brown–Forsythe)

38.680 14 161.656 0.000

[표 4-15] 분산 및 평균의 동질성 검정

광역자치단체 더미변수 대신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인력 규모로

도 수직적 영향력을 측정해보았다. [그림 4-12]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인력 규모가 큰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정보량도

많은 경향이 있다. 상관분석 결과, 수직적 상호작용과 종속변수의 상관계

수는 0.59로 유의미했다.

[그림 4-12] 수직적 상호작용과 종속변수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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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광역자치단체 간에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정보량

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차모형(SLM)에서 수직적 상호작용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른 변수를 통제했

을 때는 수직적 상호작용보다 수평적 상호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데

이터 개방에 관여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개방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광역자치단체의 영향이 존재하더라도 인접한 지

역과의 상호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경기도청 공공데이터

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

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도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넘어 수평적 상호작용이 나타나는지는 추가적인

사례연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핵심적인 행위자인 지방자치

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작용, 민간의 데이터 수요,

지방정부 역량, 사회경제적 환경 측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영향 요인

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데이터에 종종 나타나는 공간적 의

존성 또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일반적인 다중회

귀모형 대신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사용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 의하면 업계 종사자들은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한다. 실제로

정부가 보유한 42만 건의 공공데이터 중 개방된 데이터는 4만 건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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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2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

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보장,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2019년 말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의 73%는 지방자

치단체가 개방한 데이터일 정도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핵

심적인 행위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연구에서는 데이터에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e) 또는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이 나타날 가

능성이 높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은 사회경제적 환경 및 문화가 유

사하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접촉 가능성이 높으며, 정보나 자원의 흐름

도 용이하기 때문이다(이석환, 2014). 각 지자체는 유사한 지자체를 참고

하여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간적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하는 공차모형

(Spatial Lag Model)을 이용하여 여러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차모형은 다중회귀모형에

비해 우수한 모형이었다. 다중회귀모형은 잔차의 정규성은 충족했지만

잔차의 등분산성과 독립성 가정을 위반하였다. 이에 반해, 공간적 의존성

을 고려하는 공차모형은 세 가지 가정을 모두 충족하였다. 한편, 공차모

형의 회귀계수는 공간적 파급효과로 인해 다중회귀모형의 회귀계수에 비

해 1.8배 크게 나타났다. 공간적 의존성이 있을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

다중회귀모형은 회귀계수를 과소추정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상호작용은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주변 지역에서 개방하는

정보량의 44.38% 정도가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인접한 지역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셋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상호작용은 유의미

한 변수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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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데이터 개방에 관여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넷째, 시민의 온라인 정보 이용으로 측정한 민간의 데이터 수요 변수

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구·경제규모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시

민의 온라인 정보 이용은 인구·경제규모에 비해 데이터 개방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단체장의 관심은 다중회귀모형과 공차모형 모두에서 공공데

이터 개방 수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단체장의 관심과 의

지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정보화 인력 규모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노동집약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곱째, 재정자립도 역시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이는 많은 기초

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사업 중 비예산 사업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 중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표 4-16]에 제시하였다.

[표 4-16] 연구결과의 요약

변수 가설 검증결과

지자체 
간 

상호작용

수평적 
상호작용

인접 기초자치단체가 개방한 공공데이
터가 많을수록 기초자치단체는 공공데
이터를 많이 개방할 것이다.

채택

수직적
상호작용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담당 인력이 많을수록 기초
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할
것이다.

기각

데이터
수요

사전정보 
조회건수

민간의 데이터 수요가 많은 기초자치단
체는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할 것이다.

기각

지방
정부
역량

단체장의
관심

단체장이 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를 많
이 개방할 것이다.

채택

정보화 인력 
규모

인적 역량이 강한 기초자치단체는 공공
데이터를 많이 개방할 것이다

기각

재정자립도
재정적 역량이 강한 기초자치단체는 공
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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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공공

데이터 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설명적 연구이

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는 탐색적·기술적 연구가 많

다. 이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본격화한 것이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

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1위를 차

지했다는 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어느 정도 성숙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개별 사례연구나 탐색적·기술적 연구에서 나아가 실증분석을

통해 성공요인들을 검증하는 연구는 시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

한 국가 수준의 연구나 개별 사례연구는 많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데이터의 주요한 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라

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연구는 중요성을 가진다. 우리

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하향식

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사

업이 획일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은 자

체 포털 사이트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에 특화된 공

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기도 고양시처럼 지방자치단체는 특색에 맞는 데

이터를 개방하기도 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살펴보면 지방

자치단체 간에는 편차가 존재하며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

을 관찰할 수 있다.

셋째,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작용이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에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조언을

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의 기회가 늘어

난다면 기술과 노하우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환경

이 유사한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면, 학습과 모

방이 더욱 용이할 것이다. 미국은 지역 거점에 빅데이터 허브(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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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를 설치하고 빅데이터 스포크(Big Data Spoke) 프로젝트를 통해 거

점 주변 지역에서 민간의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11) 공공데이터

사업에서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가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주변 지방자치

단체들과 교류한다면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e)을 고려하지 않는 전통적인

다중회귀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사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데이터에는 종종 공간적 의존성이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통적인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하면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

을 위반할 수 있다. 또한 공간적 상호작용이 모형에서 누락되면 모형이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잘못된 통계적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의존성을 종속변수에 반영하는 공차모형

(Spatial Lag Model)을 사용한 결과, 다중회귀모형에 비해 모형의 설명

력이 개선되었다. 한편 공차모형을 사용한 연구 중에서 회귀계수를 직접

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로 분해하여 추정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회귀

계수의 추정을 보다 엄밀하게 시도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개수 대신 데이터에 포함된 변수의

개수로 개방 수준을 측정하고, 오픈 API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는 데이터의 개수로 개방 수준을 측정하였는데,

같은 1건이라도 정보량이 많은 데이터와 적은 데이터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수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에 포함된 변수의 개수를 조사하

려면 방대한 작업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오픈 API와 프로그래밍 언

어인 Python을 활용하여 자료 수집을 자동화하였다. 오픈 API의 활용을

통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연구의 재현 및 검증 가능

성을 높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11) http://nsf.gov/cise/bdspo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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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는 횡단면 분석이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공공데이

터포털과 서울특별시 열린데이터광장의 데이터는 수시로 변하는데 본 연

구는 한 시점에서 측정한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특정 시점에서의 누적 자료인

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를 최신화하면서 기존 데이터를 삭제하는

문제도 있다. 자료 수집을 자동화하여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연구를 진행

한다면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횡단면 분석은 역의 인

과관계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향후 공간 데이터에 시차를

추가한 패널 모형을 활용한다면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인접성만을 고려한 공간가중치행렬을 사용하였

기 때문에 인접하지 않은 지역과의 상호작용은 살펴보지 못했다. 인접하

지는 않더라도 사회경제적 유사성이 높은 지역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유사성에 기반한 공간가중치

행렬을 사용한다면 보다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수평적 상호작용에는 경쟁, 모방, 학습 등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평적 상호작용의 존재만 확인하고 그 메커니즘

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수직적 상호작용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공차모형에서 수평적 상호작용은 유의

미한 변수였고 수직적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였다. 실제로 수

평적 상호작용이 수직적 상호작용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갖는지 사례연

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83 -

참 고 문 헌

고길곤. (2018). 공공데이터의 부가가치 창출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

문집, 3473-3491.

고길곤. (2019).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문우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20).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보고.

김광구. (2003). 공간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의 탐색과 공간회귀분석

(spatial regression)의 활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3(1), 273-294.

김구. (2017).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관한 평가적 고찰: 공공데이터포털을 중심으

로. 국가정책연구, 57-82.

김동욱·송영일·이상경. (2010). 대규모 기업집단 입지에 따른 오피스 임대료 공간승

수효과 분석. 서울도시연구, 11(2), 35-49.

김지현. (2015). 변동계수행렬을 이용한 주성분분석. 응용통계연구, 28(3), 385–

392.

김지혜·조상우·이경희·조완섭. (2016).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현황분석 및 가시화, 한국빅데이터학회지, 1(1), 53-60.

박철현·나운환·이수용. (2013).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재활시설 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23(3), 41-63.

박헌수·안지아. (2005). 공간종속성을 이용한 아파트 가격의 공간효과에 관한 연

구. 부동산학연구, 11(2), 119-128. 김동욱 외(2010)에서 재인용.

박현수·김찬호. (2007). 공간자기회귀모형의 근린가중치행렬 적용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2(2), 179-193. 김동욱 외(2010)에서 재인용.

배성훈·이종용·송석현·장주병·강상규·윤진선·이동환·김제완. (2013).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

학회지, 16(3), 67-86.

서형준. (2017).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실증연구: ODB와 OUR Index를 중심

으로. 정보화정책, 24(3), 48-78.

서형준·명승환. (2015). 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및 정책 제언. 한국지역정

보화학회지, 18(4), 1-27.

송석현·이삼열·신열·이재용. (2017).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효과에 대

한 연구: 생태계 관점에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4), 1-34.

송효진·황성수. (2014). 정부 3.0 추진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과 지방정부의 방

향성 모색.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7(2), 1-28.



- 84 -

윤상오·현지우. (2019).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3(1), 219-247.

이동만·황채영·장성희. (2011). 정보서비스 품질과 개인적 특성이 Open-API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경영학회지, 24(2), 661-684.

이석환. (2014). 공간의존성에 대한 이해와 공간회귀분석의 활용. 한국정책과학학

회보, 18(3), 39-79.

전병진·김희웅. (2017).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정보

화정책, 24(3), 27-41.

최봉·윤종진. (2018).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활성화방안. 서울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알기 쉬운 Linked Open Data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a). 2019년 정보화통계집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b). 2019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통계(정보공개청구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9). 2018-2019 지역정보화백서.

행정안전부. (2019).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2020). 공공데이터 대국민 개방(제공) 현황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 11. 18.)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정책, 3회 연속

OECD 1위 달성

홍연웅. (2014).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

과학회지, 25(4), 769-777.

홍종현. (2018).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 관련 해외 사례. 감사연구원.

황주성. (2015). 전자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정

보화학회지, 18(2), 1-28.

Anselin, L. (1988). Spatial Econometrics: Methods and Models. Anselin(2005)

에서 재인용.

Anselin, L. (2005). Exploring Spatial Data with GeoDa™: A Workbook.

Anselin, L. (2003). Spatial Econometrics. In A Companion to Theoretical

Econometrics. 310-330.

Anselin, L. (2010). Thirty years of spatial econometrics, Papers in Regional

Science, 89(1), 3-25.

Ahrens, A., & Bhattacharjee, A. (2015). Two-Step Lasso Estimation of the

Spatial Weights Matrix. Econometrics, 3, 128-155.

Amaya, R., Bastidas-Arteaga, E., Schoefs, F., Munoz, F., & Sanchez-Silva,



- 85 -

M. (2019). A Condition-Based Dynamic Segmentation of Large

Systems using a Changepoints algorithm: A Corroding Pipeline case.

Structural Safety, 84.

Beck, N., Gleditsch, K. S., & Beardsley, K. (2006). Space Is More than

Geography: Using Spatial Econometrics in the Study of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0(1), 27-44.

Berends, J., Carrara, W., Engbers, W., & Vollers, H. (2020).

Recommendations for Open Data Portal: From Setup to Sustainability.

European Data Portal.

Berry, F. S. and Berry, W. D. (2007). Innovation and Diffusion Models in

Policy Research. In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Edited by:

Sabatier, P. A. Colorado: Westview.

Bozeman, B. (1987). All organizations are public.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Yavuz and Welch(2014)에서 재인용.

Conradie, P., & Choenni, S. (2014). On the barriers for local government

releasing open data.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31, S10-S17.

Cook, S. J., An, S.-H., & Favero, N. (2018). Beyond Policy Diffusion: Spatial

Econometric Models of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9(4), 591-608.

European Commission. (2015). Creating Value through Open Data: Study on

the Impact of Re-use of Public Data Resources.

Florax, R. J. G. M., Folmer, H., & Rey, S. J. (2003). Specification Searches

in Spatial Econometrics: The Relevance of Hendry's Methodology.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3(5): 557-579. 이석환(2014)

에서 재인용.

Grekousis, G. (2020). Spatial Econometrics. In Spatial Analysis Methods and

Practice: Describe – Explore – Explain through G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51-504.

Gujarati, D. (2009). Multicollinearity: what happens if the regressors are

correlated?, Basic Econometrics. McGraw−Hill.

Huijboom, N., & van den Broek, T. (2011). Open data: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trategies. European Journal of EPractice, 12, 1-13.

Janssen, M., Charalabidis, Y., & Zuiderwijk, A. (2012). Benefits, Adoption

Barriers and Myths of Open Data and Open Government. Information



- 86 -

Systems Management, 29(4), 258-268.

Kim, J. H., & Eom, S. J. (2019). The Managerial Dimension of Open Data

Success: Focusing on the Open Data Initiativ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Sustainability, 11, 6758.

Le Gallo, J. (2014). Cross-Section Spatial Regression Models. In M. M.

Fischer & P. Nijkamp (Eds.), Handbook of Regional Science.

1511-1533. Berlin, Heidelberg: Springer Berlin Heidelberg.

Lloyd, C. (2010). Spatial Data Analysis: An Introduction for GIS Users, OUP

Oxford.

Manyika, J., Chui, M., Brown, B., Bughin, J., Dobbs, R., Roxburgh, C., &

Byers, A. (2011).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McKinsey Global Institute.

Matthews, S. A. (2006). GeoDa and Spatial Regression Modeling, GISPopSci

Workshop Penn State 2006.

Mergel, I., Kleibrink, A., & Sörvik, J. (2018). Open data outcomes: U.S. cities

between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35(4), 622-632.

Neumayer, E., & Plümper, T. (2012). Conditional Spatial Policy Dependence:

Theory and Model Specifica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5(7),

819-849.

Nugroho, R., Zuiderwijk, A., Janssen, M., & Jong, W. M. (2015). A

comparison of national open data policies: Lessons learned.

Transforming Government: People, P rocess and Policy, 9, 286-308.

OECD. (2006). Digital Broadband Content: Public Sector Information and

Content.

OECD. (2008).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Enhanced Access and

More Effective 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Pace, R. K., & LeSage, J. P. (2010). Omitted Variable Biases of OLS and Spatial

Lag Models. In A. Páez, J. Gallo, R. N. Buliung, & S. Dall'erba (Eds.),

Progress in Spatial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17-28). Berlin,

Heidelberg: Springer Berlin Heidelberg.

Rainey, H. G. (2003).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Yavuz and Welch(2014)에서 재인용.

Parycek, P., Höchtl, J., & Ginner, M. (2014). Open Government Data



- 87 -

Implementation Evaluation. Journal of theoretical and applied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9, 80-99.

Plümper, T., & Neumayer, E. (2010). Model specification in the analysis of

spatial dependenc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9(3),

418-442.

Sayogo, D., & Pardo, T. (2013). Understanding smart data disclosure policy

success: The case of Green Button.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P roceeding Series.

Seldadyo, H., Elhorst, J. P., & De Haan, J. (2010). Geography and

Governance: Does Space Matter?, Papers in Regional Science, 89,

625-640.

Susha, I., Zuiderwijk, A., Charalabidis, Y., Parycek, P., & Janssen, M. (2015).

Critical Factors for Open Data Publication and Use: A Comparison of

City-level, Regional, and Transnational Cases. JeDEM - EJournal of

EDemocracy and Open Government, 7(2), 94–115.

Ubaldi, B. (2013). Open Government Data: Towards Empirical Analysis of

Open Government Data Initiative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22.

van Veenstra, A. F., & van den Broek, T. A. (2013). Opening Moves –

Drivers, Enablers and Barriers of Open Data in a Semi-public

Organization. Paper presented at the Electronic Government, Berlin,

Heidelberg.

Tobler, W. (1970) "A computer movie simulating urban growth in the

Detroit region". Economic Geography, 46(Supplement), 234–240. 이석

환(2014)에서 재인용.

Vetrò, A., Canova, L., Torchiano, M., Minotas, C., Iemma, R., & Morando, F.

(2016). Open data quality measurement framework: Definition and

application to Open Government Data.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33(2). 325-337.

Ward, M., & Gleditsch, K. (2008). Spatial Regression Models. Thousand

Oaks, CA: Sage.

Wilson, B., & Cong, C. (2020). A Survey of Municipal Open Data

Repositories in the U.S. International Journal of E-Planning

Research, 9(4), 1-22.



- 88 -

Yang, T.-M., Lo, J., & Shiang, J. (2015). To open or not to open?

Determinants of open government data.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41(5), 596-612.

Yannoukakou, A., & Araka, I. (2014).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Right to Information and Open Government Data Synergy. P 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47. 332-340.

Yavuz, N., & Welch, E. (2014). Factors affecting openness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Examining the differences across planning,

finance and police department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31.

Zuiderwijk, A., Janssen, M., Gil-Garcia, J. R., & Helbig, N. (2014). Guest

Editors’ Introduction. Innovation Through Open Data: A Review of

the State-of-the-Art and an Emerging Research Agenda. Journal of

theoretical and applied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9.

공공데이터포털 (https://data.go.kr)

정보공개포털 (https://open.go.kr)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http://lod.seoul.go.kr)

Alexa (www.alexa.com)

National Science Foundation (http://nsf.gov/cise/bdspokes)

5 Star Open Data (https://5stardata.info)

Gartner (https://www.gartner.com/en/information-technology/glossary/big-data)

Open Government Data Principles (https://public.resource.org/8_principles.html)



- 89 -

Abstract

Factors Affecting Open Data

Initiatives in Local Governments

in Korea:

A Spatial Econometric Analysis

LEE Jeong Wook

Master of Public Polic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open data initiativ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which play a critical role in providing

open government data. Specifically, a set of factors were analyzed in

terms of interac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the public’s demand

for open government data, local government capability and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To examine spatial interactions, a spatial

econometric model known as a spatial lag model was used instead of

an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model.

A cross-sectional study design was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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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openness across the 223 local government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in September 2020. The level of data openness was

measured by the number of variables in datasets. With the help of

open APIs and Python, the number of variables were extracted from

all files and APIs provided by the local governments on the Korean

Open Data Portal and Seoul Open Data Plaza. Collected data were

combined in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named QGIS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GeoDa, a spatial analysis tool

and spdep, a spatial analysis package in R.

This paper presents some key findings. First, the spatial lag model

was better than the alternative OLS regression model. The OLS

model satisfied the assumption of normality but it violated the

assumptions of variance homogeneity and independence because of

spatial autocorrelation. The spatial lag model satisfied all assumptions.

And some variables were not significant in the spatial lag model

even though they were significant in the OLS model.

Second, horizontal interac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data openness.

When the average level of data openness in surrounding areas

increases by 1%, the level in a particular area increases by 0.4438%.

Third, vertical interactions between a local government and a

metropolitan governmen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data openness. This implies that local governments open up data

by themselves instead of being affected by metropolitan governments.

Fourth, the public’s demand for open government data measured

by the number of views on the Korean Information Disclosure Portal

was not a significant variable. The size of population and economy

was found to be significant and this implies that the public’s online

participation had less influence on the level of data openness th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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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economic factors.

Fifth, local government leaders’ willingness to open up data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data openness in both the

OLS model and the spatial lag model. Support from leaders was

identifi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open data initiatives.

Sixth, the size of the IT workforce was not a significant variable.

This suggests that a larger workforce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

higher level of data openness as opening up data is not a

labor-intensive task.

Seventh, financial independence was not a significant variable.

This may be because of the fact that many projects in the open data

initiatives are no-budget projects.

Although the open data initiatives in Korea are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finds that local governments are key actors in

the initiatives and that clustering patterns are shown. In this study,

horizontal interac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were an important

factor in the open data initiatives. When interactions among

neighborhoods with similar socio-economic environments are

facilitated, learning and imitation can occur easily. If leading local

governments act as hubs and interact with neighborhoods, they can

contribute to increased overall level of data openness. This study also

finds that heads of local governments play a critical role in the open

data initiatives. Even if a local government is small and its human

and financial capabilities are limited, the head’s willingness to open

up data can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open data initiatives.

Keywords : Open Data, Open Data Portal, Open API, Local

Governments, Spatial Econometric Models, Spatial Lag Model

Student Number : 2013-2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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