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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다양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활용 확 를 한 연구는 물론 데이터에 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이용자를 상으로 한 연구도 거의 이 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 일치이론에 기반하여 어떠한 자서비스 품질 요인이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지속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다. 분석 결과 만족도는 하나의 요인으로 합쳐진 이해가능성  효율성에 

한 기  일치와 지속이용의도 간을 부분 매개하 으며, 지각된 유용성에 한 기  일치와 지속이용의도 간 계는 완  매개하 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에 한 이해와 유용성이 충족될수록 이용 의지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서비스의 질  발 을 해, 

자신만의 정보 사 을 구축할 수 있는 자 책갈피 기능과 서비스 이용자의 자유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제언하 다. 더불어 일반 

이용자 에서 자서비스의 설계 시 어떤 부분에 집 해야 하는지 근거 자료를 제공하 다는 에서 연구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Despite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data with various potentials,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general 

users who lack an understanding of data as well as on expansion of the service uses. This study examined which 

digital-service-quality factors affect the intention to continue using public data services based on the expectation 

confirmation theo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atisfaction partially mediated between expectation agreement and 

continued use intention for understandability and efficiency, which were combined as one factor, and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usefulness expectation agreement and continued use intention. It can 

be seen that the more the understanding and usefulness of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ervice is satisfied,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use it. Accordingly, it suggested adding an electronic bookmark function and the provision 

of online community for users to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servic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d 

evidence on which part to focus on when designing electronic services from the point of view of general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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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ICT 기술 발 과 함께 스마트폰 확

산, SNS 활성화에 힘입어 기업과 개인이 하

는 정보의 양은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

마트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일상 속에서 모바

일 기기를 통한 국민의 정보 활용 수 은 나날

이 향상되어 정보 활용의 주체는 기업 외에 일

반 개인까지 확 되었다. 그 에서도 빅데이

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명 신기술의 주요 

토 인 공공데이터는 세계 으로 높은 심

을 받고 있는데, 미국과 국은 공공데이터 활

용이 국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

고, 2010년도 반부터 공공데이터 개방에 힘

써왔다. 국내에서도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을 시작으로 2020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

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을 진하는 제도  발

을 마련하는 등 다각 으로 공공데이터 서비스

의 잠재력을 높이기 해 노력하고 있다.

문서, 사진, 데이터베이스 등 종류에 상 없

이 공공기 이 업무 과정 에 생산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공공데이터는 여러 측면에서 

효용성을 지니는데, 허필선 외(2013)는 공공데

이터의 가치를 공공기 , 개발자, 이용자, 산업

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공공데이터 생산자이

기도 한 공공기 은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공

공서비스 련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국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한 일반 이

용자들은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정보 선택

의 폭과 향유 수 이 증가하고, 국정에 한 진

입장벽이 낮아져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기업 역시 제공받은 공공데이터

를 활용하여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신규 사업에 도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안 부

에서 실시한 2020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

태조사 결과와 일치하는데 공공데이터 활용 

목 으로 신규 서비스/상품 개발과 기존 서비

스/상품 개발이 가장 높은 순 를 기록하 다.

문헌에서 확인하 듯이 공공, 민간 역에서 

여러 혜택을 지니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분류된다. 먼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확 를 한 법률제정

의 필요성에 한 연구(배성훈 외, 2013), 정부 

3.0 추진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과 지방정부

의 방향성 모색: 공공데이터법에 한 이해와 

개방 사례를 심으로(송효진, 황성수, 2014),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에 한 몇 가지 법  쟁

(김제완, 이동환, 배성훈, 2014)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해외의 사례와 법률 연

구를 통해 공공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두 번째, 2013년 공공

데이터를 개방한 이후 재까지는 주로 공공데

이터의 품질 활용 황을 통해 궁극 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한 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 졌음을 알 수 있다. 구체 으로 활동능력

수  기반의 공공데이터 품질 리 성숙수  평

가 모델(김선호, 이진우, 이창수, 2017), 랫폼 

비즈니스와 가치 창출: 개방형 공공데이터 활

용(한정희, 2019), 공공데이터 개방표  데이

터의 품질평가(김학래, 2020) 등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기존의 공공데

이터 서비스와 련된 연구는 주로 제도  

에서 혹은 품질과 활용 수  등 공공데이터

의 특성을 심으로만 이루어졌으며, 공공데이

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를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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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거의 이 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 매년 진행되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

태조사를 보면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성과는 

서비스와 상품 개발이라는 기업과 민간 개발자 

측면에서만 강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일

반 이용자를 상으로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지

속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한 행정

안 부에서 실시한 2020년 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비롯한 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2020년 기  

88.9%에 달하며 2016년도 85.8%를 시작으로 

꾸 히 그 비율이 증가해온 것으로 보아 공공

데이터 서비스의 기 수용은 이미 이 졌다고 

볼 수 있다. Bhattacherjee(2001)는 정보시스

템의 기 수용은 정보시스템의 성공을 실 하

는 첫 단계이지만 궁극 인 성공 여부는 이용자

의 장기 인 사용에 달려있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기 수용 요인 분석에 합한 기

일치이론(Expectation Confirmation Theory; 

이하 ECT)을 용하여 본 연구의 이론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공공데이터의 개념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에 따라 

공공기 이 정해진 목 을 해 데이터베이스, 

자화된 일 등을 생성 는 취득하여 자

 방식으로 리  처리하는 자료나 정보를 

의미한다. 용 범 는 ｢ 자정부법｣, ｢지능정

보화 기본법｣,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에 따라 부호, 문자, 음성 등 모든 종류의 행정 

정보부터 자기록물까지 범 하게 포 한

다(김민호, 김 경, 2018). ‘공공’이라는 단어에

서 알 수 있듯이 정보의 보유 주체를 행정기  

 공공기 으로 명확히 함에 따라 데이터 활

용에 있어 경제  가치뿐만 아니라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이보옥, 2021).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의 극 

개방과 공유를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 으며,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한 ‘공공

데이터포털’을 구축하여 구나 쉽고 자유롭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1월 기

, 공공데이터포털은 988개 공공기 으로부터 

50,690건의 일 데이터, 8,664건의 오 API, 

8,750건의 표 데이터셋을 개방하고 있으며, 공

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별다

른 차 없이 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 

최근 4차 산업 명 신기술로 고용과 사회안

망을 강화하는 정책인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활용이 타 산업 분야의 가치 창출을 좌우한다

는 데이터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

면서 공공데이터는 높은 사회 , 경제  잠재

력을 지닌 공공 자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행

정안 부, 2019). 

2.2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황

공공데이터의 민간 서비스는 해외에서 먼  시

행되었는데, 그 에서도 국 정부는 2003년 공

공정보의 활용에 한 EU의 정책을 담은 Public 

Sector Information Directive(PSI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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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표하여 공공데이터 재활용의 법률  기 를 

형성하 다(김종업, 2013). Bichard & Knight 

(2012)는 정보활용능력이 낮은 환자와 노인들

을 한 공공데이터 기반의 공공시설물 치 

정보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

이라는 서비스의 공익  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국 내에는 노인을 한 공공정보 제공과 

련한 법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서비스가 이러한 법  공백을 채워주고 있다고 

하 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지속

성을 높이기 해서는 되는 공공데이터의 

정확성이 늘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공

공데이터 서비스의 혜택을 설명하고 있는  

다른 연구인 Campos et al.(2016)은 스페인의 보

건부(Ministry of Health, Social Services and 

Equality)가 보유한 데이터 기반 건강정보시스

템(Health System)의 효율성을 분석하 다. 스

페인 지방 정부별로 상이한 건강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재정 지원처럼 경제

, 정책 으로 각 정부의 체계 인 지원이 필요

하다고 하 다.

국내에서는 공공데이터 서비스 련 정책  

활성화에 한 연구가 많이 이 졌는데 김단비

(2015)는 수요자 측면에서 공공데이터 포털에 

한 근성을 개선하기 한 새로운 개념 모

델을 제시하 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데이터셋 

형태로 존재하는 공공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

이 수반되어야 하며, 치 기반, 주제 범주 기반

의 데이터 검색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설명

한다. 홍연웅(2014)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를 해서는 생산자 심으로 제공되는 공공데

이터의 형식과 콘텐츠에 한 표 화와 통일화

가 제되어야 한다고 하 다.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시행된 지 시기 으로 오래 되지 않아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안정 으로 정착시키기 

한 연구가 이 졌음을 알 수 있다.

서형 , 명승환(2014)은 민간의 정보통신 담

당자를 심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에 한 연구

를 진행하여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 다. 조사 

결과 새로운 기술 환경의 변화가 가장 높은 수

치를 기록하여 제공되는 공공데이터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

어야 함을 강조하 다. 차 일, 최성규, 한경석

(2017) 역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에 향을 

미치는 실증 연구를 진행하 는데, 기술수용모

델에 기반하여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이용의도

를 검증하 다. 분석 결과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 정보 보안, 신성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

지된 사용용이성에 정  향을 미치고 두 요

인은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해당 

선행연구 모두 이용자 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이용 의도를 측정하 으

나, 조사 상의 과반수가 IT 문직에 종사하

고 있어 공공데이터에 한 높은 이해와 배경지

식이 결과에 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한계 이 

존재한다.

이상의 문헌에서 도출한 공공데이터 서비스

의 공통 인 의미는 정부부처나 공공기 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

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공공데이터 서비스 한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열린데이터 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처럼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공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공공기 이나 지자체

에서 운 하는 사례로는 공  마스크 지도, 날씨 

정보, 약국 치 정보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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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 일치이론

기 일치이론(ECT)은 마  분야에서 소

비자의 만족과 구매 후 행동(재구매, 불만족) 

등 소비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다(Oliver, 

1980). Oliver(1980)는 기 일치이론 내에서 소

비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라 재구매에 도

달한다고 설명한다. 소비자는 구매 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기의 기 를 형성한 

이후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다. 기 

수용 이후 형성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인

식과 소비 이 의 기 와 비교하여 기 를 확

인하게 되고 확인 여부에 따라 만족과 불만족

을 결정한다. 만족스러운 소비자는 재구매 의

도를 형성하지만 불만족스러운 소비자는 수용

을 단하는 것이다. 즉 Oliver(1980)는 소비 

의 기 와 소비 경험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심리 상태를 만족이라 하 으며, 이는 소비자

의 인지  평가와 련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이용의도를 측하는 변수가 된다고 하 다. 

Bhattacherjee(2001)는 정보시스템의 지속  

이용은 기 수용에 의존하며 실제 수용 후 

기 결정과 반 되는 결과가 래될 수 있기 때

문에 소비자의 재구매 결정과 유사하다고 보았

다. 한 사 의 기 는 기 일치와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감에서 이미 검증되는 것이라 보고 

기 일치(Confirmation)에 주목하 고, 기술수

용모델(TAM) 기반 선행 연구에서 시스템 이

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고 검증된 지각

된 유용성(Mathieson, 1991; Taylor & Todd, 

1995; 정성진, 김학선, 2020; 한 주, 2020)을 

요한 측 변수로 포함한 확장된 기 일치이

론을 제안하여 정보시스템의 지속  이용의도

를 설명하 다(Bhattacherjee, 2001).

2.4 자서비스 품질과 지속이용의도

서비스 품질의 개념은 조직의 우수성 는 우

월성에 한 장기 인 인지  단으로 고객의 

충성도를 높게 유지하기 해서는 고객 지향

인 품질 략이 요하다(Ma & Zhao, 2012). 

마찬가지로 서비스 품질의 하는 조직의 매출 

 이익 손실로 이어진다(Zeithaml et al., 2000; 

Van Riel et al., 2001; Ma & Zhao, 2012). 

서비스 품질은 자서비스 맥락에서도 많이 

연구되었는데, Santos(2003)는 자서비스 품

질은 고객 평가와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되는 

자서비스의 우수성과 품질이라고 하 으며, 

Parasuraman, Zeithaml, & Malhotra(2005)

는 자시스템과 고객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포

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

를 진하는 것이 자서비스 품질이라고 하

다.

Belanche et al.(2014)은 자서비스 품질과 

공공 자서비스에 한 신뢰 간 계를 규명

하기 해 스페인의 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

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자서비스 

품질과 신뢰 간 향 계를 검증하 다. 품질 

요소로 효율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가용성을 

채택하 고, 자서비스가 품질 요소를 충족한

다면 이용자에게 온라인 환경과 공공 행정에 

한 신뢰가 형성되어 이는 곧 자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이어진다고 하

다. Pinem et al.(2018) 역시 인도네시아 정

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활동 온라인 리포

 서비스 이용자를 상으로 실증 연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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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자서비스 품질과 자서비스에 한 

신뢰, 지속이용의도 간의 계를 규명하 다. 

품질 요소로 효율성, 개인정보보호, 이용자 지

원, 신뢰, 정보 품질을 채택하 고 자서비스

가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서비스에 한 지속이용의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 철, 김 용(2015)은 공

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신뢰에 미치는 요인에 

한 실증 분석에서 데이터 품질 요인을 검증

하여 표  데이터 품질  하나인 이해 가능

성의 지각된 유용성에 한 향력을 설명하

다. 지 까지의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

구에 쓰이는 각각의 변수에 한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 이해가능성은 제공된 공공데이터

를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 을 의미

하며, (2) 효율성은 개인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보

안은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수 이며, (4) 지각된 유용성

은 서비스 이용 후 서비스가 개인의 이용 목

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정도이다. (5) 이러

한 자서비스 품질 요인에 한 기  일치는 

서비스 채택 후 개인이 가진 인식과 채택  기

치가 일치하는 것이며, (6) 만족도는 서비스 

이용  가졌던 기 와 이용 후 효용에 한 인

식을 비교하 을 때 채택 후 인식이 능가함으

로써 형성되는 심리인 만족을 느끼는 정도를 

뜻한다. (7)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지속이용

의도는 공공데이터 서비스에 한 지속 인 이

용 의지로서 서비스를 단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더 자주, 더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

의 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 일치모형에 Belanche et 

al.(2014)과 김 철, 김 용(2015)의 품질 요

인을 수용하여 독립변수를 각각 이해가능성에 

한 기 일치, 효율성에 한 기 일치, 보안

에 한 기 일치, 지각된 유용성에 한 기

일치로 설정하 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과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1. 공공데이터 서비스 품질에 한 

기  일치는 만족도에 정  향을 미

칠 것이다.

- 가설 1-1. 공공데이터 서비스 품질인 이해

가능성에 한 기  일치는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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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1-2. 공공데이터 서비스 품질인 효율

성에 한 기  일치는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3. 공공데이터 서비스 품질인 보안

에 한 기  일치는 만족도에 정  향

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4. 공공데이터 서비스 품질인 지각

된 유용성에 한 기  일치는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공공데이터 서비스에 한 만족도

는 지속이용의도에 정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3. 공공데이터 서비스 품질에 한 

기  일치는 지속이용의도에 정  향

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1. 공공데이터 서비스 품질인 이해

가능성에 한 기  일치는 지속이용의도

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2. 공공데이터 서비스 품질인 효율

성에 한 기  일치는 지속이용의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3. 공공데이터 서비스 품질인 보안

에 한 기  일치는 지속이용의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4. 공공데이터 서비스 품질인 지각

된 유용성에 한 기  일치는 지속이용의

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3. 방법론

3.1 연구 자료  상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해 2021년 5월 13일

부터 5월 19일까지 일주일간 공공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를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기록 리와 학교 커뮤니티 등 직업 , 개인

으로 공공데이터 서비스에 심이 있을 만한 

집단을 선별하 고, 온라인으로 배포한 설문지에 

공공데이터 서비스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림과 간략한 설명을 첨부하여 설문 응답자들

의 이해를 도왔다. 수집된 자료는 총 133건으로 

133건 모두를 분석에 활용하 다. 한 설문조사

와 함께 질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 공공데이

터 서비스 이용자를 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

하 다. 심층 면담은 2021년 6월 10일부터 13일

까지 공공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3명을 상으로 

진행하 다. 각 면담에는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

었으며 면담 방식은 미리 비된 2~3개의 질문

과 피면담자의 응답에 따라 한 질문을 추가

하며 융통 으로 면담을 이끌어가는 반구조화 면

담으로 상자의 정보는 <표 1>과 같다.

3.2 측정 도구

설문지는 독립변수인 자서비스 품질 요인

면담 상자 직업 성별 이용 서비스

이용자1 학원생 여자 국립공원산행정보, 워크넷

이용자2 간호사 여자 먼약

이용자3 제빵사 여자 서울 자 거 따릉이

<표 1> 심층 면담 상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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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기  일치(이해가능성, 효율성, 보안, 

지각된 유용성) 총 15개와 매개변수인 만족도 

3개, 종속변수인 지속이용의도 3개, 인구통계

학  질문 4개로 총 25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하 다

(<표 2> 참조). 설문지의 문항은 리커트 5  척

도를 사용하 으며, 인구통계학  정보를 측정

하는 요소에는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직업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3.3 분석 방법

본 연구를 통해 공공데이터 서비스 품질 요

인에 한 기  일치가 만족도와 공공데이터 

서비스 지속이용의도에 각각 유의한 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와 만족도가 공공데이터 서비스 

품질 요인에 한 기  일치와 공공데이터 서

비스에 한 지속이용의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해 SPSS 26.0을 

활용하여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한 

탐색  요인분석과 내  일 성을 검증하기 

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연

구 모형을 검증하기 해 계  회귀분석과 

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 효과 분석을 통

해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향력과 만족

도의 간  효과를 검증하 다.

4. 연구 결과

4.1 표본 특성

인구통계학  특성을 분석하면 <표 3>과 같

다. 총 133명으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았으며, 남

성 32명(24.1%), 여성 101명(75.9%)으로 여성

의 응답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응답자

역 측정 변수 세부 내용 참고문헌 문항 수

공공데이터 서비스 

품질 요인에 한 

기  일치

지각된 유용성에 한 

기  일치

혜택이 있음

정보 획득 향상

개인의 성과 향상

반  유용함

(Bhattacherjee, 2001)

(Belanche et al., 2014)
4

이해가능성에 한 

기  일치

이해하기 용이함

정보 악 용이함

가독성

명료성

(Wang & Strong, 1996) 4

효율성에 한 

기  일치

필요 정보 악

구성의 함

빠른 정보 악

(Belanche et al., 2014)

(Pinem et al., 2018) 
4

보안에 한 

기  일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리

개인정보 비공유

(Belanche et al., 2014)

(Pinem et al., 2018)
3

만족도 만족을 느끼는 정도 공공데이터 서비스 만족 (Belanche et al., 2014) 3

지속이용의도
서비스에 한 

지속  이용 의지

서비스 이용 비 단, 빈번한 이용, 

재이용에 한 의지 

(Bhattacherjee, 2001)

(Belanche et al., 2014)
3

<표 2> 측정 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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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명) 구성 비율(%)

성별
남성 32 24.1

여성 101 75.9

연령

20 49 36.8

30 54 40.6

40 21 15.8

50 9 6.8

60 0 0

최종 학력

고졸 이상 1 0.8

학교 재학 25 18.8

학교 졸업( 문  포함) 76 57.1

학원 재학 이상 31 23.3

직업

학생 20 15

학원생 11 8.3

사무/기술직 54 40.6

자 업 1 0.8

매/서비스직 1 0.8

문직 24 18

무직/은퇴 14 10.5

기타 8 6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N=133)

의 연령은 30 가 54명(40.6%)으로 가장 많았

으며, 20 (49명), 40 (21명), 50 (9명)의 순

서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학교 졸업( 문

 포함)이 76명(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학교 재학 25명(18.8%), 학원 재학 

이상 31명(23.3%), 고졸 이상 1명(0.8%) 순서

로 분포를 이뤘다. 직업 분포는 사무/기술직

이 54명(40.6%)으로 가장 많았고, 문직이 24

명(18%), 학생이 20명(15%), 무직/은퇴 14

명(10.5%), 학원생 11명(8.3%), 기타 8명

(6%) 그리고 자 업과 매/서비스직이 각각 

1명씩(0.8%) 구성되어 있었다.

4.2 주요 변수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독립변수(지각된 유

용성, 이해가능성, 효율성, 보안)에 해 각각

의 변수가 동일한 의미로 분류되는지 악하고

자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표 4> 참

조).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주축 요인을 실시하

으며, varimax 회 을 하 다. 정 요인 수

가 추출되면 요인 재량이 산출되는데 요인

재량은 0.3 이상이면 항목 간에 유의한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정해일, 2022). 독립변수의 

요인 재량은 모두 0.5 이상으로 추출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이해가능성과 효율

성 요인이 하나로 묶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해가능성과 효율성에 한 개념  정의는 제

공되는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빠

르게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각각 다르게 정의

하 으나, 효율성에 한 설문 문항이 공공데

이터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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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요인 재량

콘텐츠의 이해 보안 지각된 유용성

콘텐츠의 이해에 한 

기  일치

(이해가능성+효율성)

이해하기 용이함 0.708 0.246 0.129

정보 악 용이함 0.674 0.251 0.189

필요 정보 악 0.655 0.233 0.293

가독성 0.646 0.046 0.203

간편한 이용 0.628 0.151 0.330

명료성 0.606 0.278 0.206

구성의 함 0.590 0.292 0.343

빠른 정보 악 0.579 0.108 0.474

보안에 한 

기  일치

개인정보 보호 0.232 0.880 0.076

개인정보 리 0.242 0.849 0.253

개인정보 비공유 0.212 0.844 0.183

지각된 유용성에 한 

기  일치

혜택이 있음 0.118 0.175 0.831

정보 획득 향상 0.413 0.189 0.636

반  유용함 0.392 0.069 0.627

개인의 성과 향상 0.388 0.272 0.542

고유값 3.894 2.729 2.560

Cronbach’s α 0.894 0.930 0.838

KMO 0.86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285.366

자유도 105

유의확률 .000

<표 4> 공공데이터 서비스 품질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과 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응답자들이 느끼

기에 서비스되는 콘텐츠의 이해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립변

수인 이해가능성과 효율성을 공공데이터 서비스

가 제공하는 콘텐츠 이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하여 추후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KMO 

측도는 0.864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

정 결과도 유의확률이 0.05 미만으로 나타나 요

인분석 모형이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한편 

분산이 61.218%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이 3

개의 요인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단되

었다. 독립변수의 내  일 성 검증을 해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주로 Cronbach’s α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단하는데, 일반 으로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단한다. 신

뢰도 분석 결과, 콘텐츠 이해의 Cronbach’s α 계

수는 0.894, 보안의 Cronbach’s α는 0.930, 지각

된 유용성의 Cronbach’s α는 0.838로 모두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단되었다.

4.3 가설 검증

가설(가설1~가설3)을 검증하기 해 독립

변수(콘텐츠 이해, 보안, 지각된 유용성에 한 

기  일치)와 매개변수(만족도), 종속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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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용의도) 간의 계 분석에 각각의 요인

수를 이용하 다. 콘텐츠의 이해와 보안, 지각

된 유용성이 지속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데 

있어 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헤이스가 제안한 SPSS 로세스 매크로

를 통한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실시

하 다.

<표 5>에 따르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가는 

회귀모형(F=106.536, p<.001)과 독립변수  매

개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회귀모형(F=36.339, 

p<.001)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가

는 회귀모형은 71.2%(수정된 R 제곱은 70.6%), 

독립변수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회귀

모형은 53.2%(수정된 R 제곱은 51.7%)로 나

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25

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향의 유의

성 검증 결과, 콘텐츠의 이해(β=.459, p<.001), 

지각된 유용성(β=.484, p<.001)이 정(+) 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콘텐츠의 이해와 지

각된 유용성에 한 기  일치가 높을수록 

반 인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콘텐츠의 이해

에 한 기  일치(β=.276, p<.01)가 지속이용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만족도(β=.397, p<.01) 한 지속

이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지각된 유용성에 한 기  일치

(β=.132, p>.05)는 지속이용의도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았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F
R제곱

(수정된 R제곱)

만족도

(상수)  2.704 0.047 -  0.000 1.000

106.536
0.712

(0.706)

콘텐츠의 이해  0.459 0.068  0.459  6.770*** 0.000

보안 -0.037 0.056 -0.037 -0.665 0.507

지각된 유용성  0.484 0.065  0.484  7.476*** 0.000

지속 이용

의도

(상수) -5.605 0.060  0.000 1.000

36.339
0.532

(0.517)

콘텐츠의 이해  0.276 0.101  0.276  2.734** 0.007

보안 -0.025 0.071 -0.025 -0.351 0.726

지각된 유용성  0.132 0.099  0.132  1.326 0.187

만족도  0.397 0.113  0.397  3.516** 0.001

경로 B S.E. LLCI ULCI

콘텐츠의 이해 ￫ 만족도 ￫ 지속이용의도  0.1820 0.0475  0.0927 0.2781

보안 ￫ 만족도 ￫ 지속이용의도 -0.0147 0.0224 -0.0573 0.0328

지각된 유용성 ￫ 만족도 ￫ 지속이용의도  0.1918 0.0595  0.0871 0.3198

*p<.05, **p<.01, ***p<.001

<표 5> 공공데이터 서비스 품질 요인과 지속이용의도 사이에서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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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행한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트

스트랩을 통한 간 효과 검증 결과, 콘텐츠의 

이해, 지각된 유용성에 한 기  일치 모두 신

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콘텐츠의 이해, 

지각된 유용성에 한 기  일치와 지속이용의

도 사이에서 만족도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검증되었다. 콘텐츠의 이해에 한 기  일

치는 지속이용의도에 직 으로도 유의한 

향을 미치므로 콘텐츠의 이해에 한 기  일

치와 지속이용의도 사이에서 만족도는 부분 매

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에 지

각된 유용성에 한 기  일치는 지속이용의도

에 직 으로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므

로 지각된 유용성에 한 기  일치와 지속이

용의도 사이에서 만족도는 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림 2>는 공공데이터 서비스 품질 요인, 만

족도, 지속이용의도의 향 계에서 유의한 값

들을 표시하여 최종 인 매개모형의 분석 결과

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 표시한 수

치는 회귀분석으로 산출한 베타값을 의미한다.

종합 으로 살펴보았을 때 공공데이터 서비

스 품질 요인  콘텐츠 이해와 지각된 유용성

에 한 기 가 충족된다면 공공데이터 서비스

에 한 지속이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콘텐츠 이해에 한 기  일치

는 지속이용의도와 직 으로도 정 으로 

련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공공데이

터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이해 요인이란 

원데이터가 아닌 시각화 작업을 거친 결과물을 

이용자들이 악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콘텐츠가 어떤 정보를 담

고 있는지 직 으로 악했다면 이는 이용자

가 정보 검색이 필요한 미래의 어느 시 에 기

존에 사용해본 이 있는 공공데이터 서비스라

는 정보원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지로 이어지

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각된 유용성에 한 

기  일치는 만족도를 통해서만 지속이용의도

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만족은 

일시 인 경험으로 미래의 행동의도와 상호작

용을 한다고 하 다(Homans, 1961; Howard, 

1974).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그 당시의 정

보 요구를 충족하 다면 이용자로 하여  순간

의 만족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잠정  이용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보안에 한 기  일치는 만족도와 지

속이용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선

<그림 2> 공공데이터 서비스 품질 요인, 만족도, 지속이용의도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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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에서 상으로 한 자서비스는 개인과 

기업의 투자활동 리포  서비스, 소득세 신고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으로 서비스 기 에 

한 신뢰와 보안 요인을 지속이용의도에 한 

요한 변수로 설명하 다(Belanche et al., 

2014; Hsu, Chang, & Chuang, 2015; Pinem 

et al., 2018). 하지만 본 연구의 상으로 선정

한 공공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에 어 을 

다운로드하거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키워드 검

색을 통해 이용자들이 거의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기 의 개인정보 비공유

와 리를 측정한 보안 요인에 한 기  일치는 

만족도와 지속이용의도에 아무런 향 계를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을 <표 6>과 같이 채택하 다.

4.4 면담 내용 분석

심층 면담을 통해 의 통계분석을 뒷받침할 

만한 이용자들의 실질 인 증언을 확보하 다.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만족스러운 

과 그 이유를 확인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지속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요성을 입증하고자 하

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

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용자들이 언 한 만족함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는데, 먼  앱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과 검색 후 추출된 결과를 

한 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각 인 디자인 구성이

었다. 이는 지속이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

고 있는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기  일치 요인  

콘텐츠 이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용자 1: 어 이나 웹사이트에 있는 아이콘들

도 한 에 알아볼 수 있고, 검색창이랑 자주 

찾는 서비스란도 있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방 

찾을 수 있고, 직 으로 보기도 편해서 찾는 

과정도 어렵다고 느낀 이 별로 없어요. 국립공

원산행정보도 보면 이런 지도서비스를 다른 곳

에서도 제공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국립

공원산행정보가 보기 깔끔하다고 해야 하나 다

른 지도 보다 보면 ‘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보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공공데이

터 서비스는 그런 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설 내용 채택 여부

H1

1+2 콘텐츠의 이해에 한 기  일치는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 보안에 한 기  일치는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4 지각된 유용성에 한 기  일치는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 만족도는 지속이용의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

1+2
콘텐츠의 이해에 한 기  일치와 지속이용의도 사이에서 만족도는 매개역할(부분)을 

할 것이다.
채택

3 보안에 한 기  일치와 지속이용의도 사이에서 만족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4
지각된 유용성에 한 기  일치와 지속이용의도 사이에서 만족도는 매개역할(완 )을 

할 것이다.
채택

<표 6> 가설 검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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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2: 를 들어서 약에 5라는 숫자가 

쓰여 있고, 팔각형 모양의 하얀색 약이라고 

했을 때 검색을 하면 이 검색 조건에 충족하는 

약들이 보기 편하게 다 나오거든요. 성분은 

같더라도 제약회사마다 약 이름이 다르니

까 모든 종류의 약들이 다 검색되는 건데 무슨 

약인지 뿐만 아니라 약 효능, 용법, 주의사항 

이런 부가 인 정보가 동시에 검색되어서 이 

어 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용자 3: 어 에 쓰인 버튼도 별로 없고 지도

에 반납 장소랑 여 가능 여부가 직 으로 

한 에 알아보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런 부분이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공공데이터 서비스에 해 만족스러운 두 번

째 이유로 이용자들은 정보에 한 신뢰도를 

꼽았다. 이러한 믿음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 에 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동

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에 비해 더 

양질의, 정확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는 이용자들의 기  형성에 기여하 다. 이는 

지각된 유용성의 속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으며 정보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으로 인해 해

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용자 1: 워크넷은 다른 어 이나 웹사이트

에 비해 양질의 채용공고라고 해야 하나 기

업이나 공공기 처럼 정말 취업을 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워크넷이 

확실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어 들

보다.

∙이용자 2: 네이버에서 찾는 것보다 이 어 에

서 찾는 정보들이 정확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

요. 이 어 을 만든 기 에 한 신뢰도가 정보

에 한 신뢰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매일매

일 새로운 약이 나오는데 그것에 한 정보가 

반 이 되게 빨리 되는 것 같거든요. 네이버에

서는 그런 것들이 더디게 반 되어서 아  

검색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서 이 어 을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5. 토의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지속

이용의도에 품질 요인에 한 기  일치가 만족

도를 매개하여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이

다. 선행연구에서 채택된 자서비스 품질 요인

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콘텐츠의 이해

에 한 기  일치는 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두 개의 변수는 모두 종속변수인 지속이용의도

에 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만족도를 심으

로 부분 매개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지각

된 유용성에 한 기  일치는 만족도를 통해서

만 종속변수인 지속이용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어 만족도가 두 변수 간을 완  매개하 다. 

공공데이터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의 구성과 

유용성이 이용자들에게 높게 인식될수록 서비

스를 재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데이터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이

해도와 유용성을 향상시킨다면 이용자의 만족

과 서비스의 지속  이용 의지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의 정보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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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  향상이라는 장기 인 성과로 이어지도

록 하는 새로운 서비스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를 들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앱이나 웹사

이트에 자신의 검색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자 책갈피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

간은 서비스를 통한 정보 획득이 일회성에 그

치지 않고 이용자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반복

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만의 정보 사 을 구축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공공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자

신만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의사

소통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 국립기록청의 

디지털 아카이 (https://www.archives.gov/)

에는 이용자 간에 아카이 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나 검색 방법 등에 하여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크라우드 소싱 랫폼이 마련되어 있

다. 이러한 커뮤니티 공간은 이용자가 자신의 

경험과 심사를 바탕으로 서로의 높이에서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해 설명해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국내의 공공데이터 

서비스에도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공공데이

터 서비스의 피드백 기능을 향상시킨다면 공공

데이터 서비스에 한 극 인 참여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공공데이터 서비스가 국민에게 

있어 유용한 정보 채 로 기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 행사라는 공익 실 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조사된 표본에 20 와 30

의 비 이 높기 때문에 연령 별 체감하는 공

공데이터 서비스의 특성을 악하기에는 합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 지자체나 공공

기  등 제공 기 별로 다를 수 있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반 인 품질 요인을 고려하 기 때문에 상 

서비스 기 을 하나로 한정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ECT 모형에 근거하여 서비스 품질에 

한 이용자들의 실제 인지 수 이 기 보다 

높으면 지속  이용 의지를 형성한다는 것을 

입증하 다. ECT 모형을 용한 기존의 연구

들은 체로 기  일치라는 변수를 서비스 품

질 과 분리하여 서비스 품질이 기  일치에 미

치는 향과 기  일치가 지속이용의도에 미치

는 향을 따로 분석하 다. 본 연구는 기  일

치 변수를 자서비스 품질과 결합하여 4개의 

요인으로 각각 설정하 고 어떤 서비스 품질에 

한 기  일치가 만족도를 거쳐 지속이용의도

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다. 추가 으로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에 

한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공공데이터 서비스

의 지속성을 해 고려해야 하는, 회귀분석 결

과와도 일치하는 요소를 도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 이용자는 기업과 개발자에 

비해 데이터 활용에 한 문  지식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지 까지의 공공데이터 련 

정책은 련 공모 과 경진 회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진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민간 기업 측에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를 지속

으로 확 하는 등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경

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과 개발자에

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략의 후속 조치로 여러 

공공기 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 정보를 모아서 

최 의 정보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의료, 교통, 융 등 공공 분야에 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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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개인을 정보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서

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 유의

하다고 검증된 콘텐츠의 이해에 한 기  일

치와 지각된 유용성에 한 기  일치는 향후 

서비스 구성에 있어 놓치지 않아야 하는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에 한 문성

이 없더라도 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 의 콘

텐츠와 개인의 정보 활용이라는 서비스의 유용

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국민의 수용

성을 높이는 서비스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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