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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들어가며



“Open”
material (data) is open if it can be freely used, 
reused and redistributed by anyone

“Government data”
data and information produced or 
commissioned by government or government 
controlled entities.

Source: Open Knowledge Foundation, 2010

오픈 데이터란 무엇인가?
개요 |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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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에 대한 관점
개요 | 개념

Image from https://www.flickr.com/photos/notbrucelee/7162953616 4



정부에서 민간으로 데이터의 공유
개요 |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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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parency
• Participation
• Collaboration

“My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creating an unprecedented level of 
openness in Government.” – Barack Obama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Jan 2009



“Information 
maintain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s 
a national asset.”

President Obama January 21, 2009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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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gov

• The first phase of 
Data.gov features 
downloadable federal 
data sets organized by 
category and federal 
organization.

• Data sets are available 
for download in XML, 
CSV, and shape file 
formats.

Launched on May 21, 2009, Data.gov allows citizens to participate by leveraging 
federal data sets to build applications, conduct analysis, and perform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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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개요 | 사례

Postcode Newspaper Where Does My Money Go World Events Visualiser Guardian Data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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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lete: All public data is made available. Public data is data that 
is not subject to valid privacy, security or privilege limitations.

2. Primary: As collected at the source, with the highest possible level of 
granularity, not aggregate or modified, not via form-based queries.

3. Timely: Made available as quickly as possible and necessary.
4. Accessible: Available to widest range of users for widest range of 

purposes.
5. Non-discriminatory: Available to anyone, with no requirement 

of registration
6. Machine-processable: Structured to allow automated 

processing.
7. Non-proprietary: Available in an open, standard, format over 

which no entity has exclusive control.
8. License-free: Not subject to copyright, patent, trademark or trade 

secret regulation. Reasonable privacy, security and privilege restrictions 
are allowed.

Open Government Data 8 Principles

Source:http://www.opengovdata.org/home/8principles

A work is open if its 
manner of distribution 
satisfies the follow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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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govWikiLeaks

“This led to change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more open government” – WikiLeaks

개요 |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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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우리의 대응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추진 경과 | 법·제도

공공데이터법제정·시행 공공데이터개방표준개정 (7차)

공공데이터관리지침제정·고시 국가중점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현황전수조사

제1차 공공데이터기본계획수립

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모델개발

제2차 공공데이터기본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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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무엇인가?
공공데이터법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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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및 추진 계획
공공데이터법 | 주요 내용

구분 적용기관 주요내용

공공기관정의

모든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기관

(법제2조)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제10항에해당하는공공기관

기본원칙 (법제3조)노력의무,이용권확대의무,이용저해행위금지,영리적이용보장등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법제12조)공공기관별제공책임관과실무담당자지정

민간중복�유사서비스금지 (법제15조의2)공공데이터활용민간중복�유사서비스금지

공공데이터제공기반

(법제17조)제공대상범위/제공제외대상

(법제18조)공공데이터목록등록, (법제20조)공공데이터목록제외

(법제22조)품질관리,(법제24조)제공기반구축,(법제28조)공공데이터의제공중단

기본계획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영제8조)기본계획작성�제출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법제8조)시행계획작성�제출

중복�유사금지실태조사 모든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외)

(법제15조의3)중복�유사금지실태조사대상

(영제14조의3)자료제출�의견청취

운영실태평가 (법제9조)공공데이터제공운영실태평가대상

자료제출요청 (법제37조)공공데이터제공�이용관련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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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주요 기구 및 역할
공공데이터법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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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주요사업

17

국정과제 지원

정부혁신계획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국민

수요조사

연구/컨설팅

중앙/지방 협치

민관공동참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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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3

2

1

지표별 증빙검토

충족여부 판단

관리수준 판정

등급부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생태계 확산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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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Knowledge Korea since 2013

커뮤니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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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결과 그리고 개선점



공공데이터는
지속적으로
개방되고

있음

5,272

13,157
15,912

21,358
24,588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1

33
48

2015년 2016년 2017년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및 국제 평가
우리의 현실 | 개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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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공공데이터 국제 평가 ODB 공공데이터 국제 평가



공공데이터는
지속적으로
개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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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및 국제 평가
우리의 현실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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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위

17위

8위

5위
4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데이터
개방분야에서
리더국가로

성장

OECD 공공데이터 국제 평가 ODB 공공데이터 국제 평가

RESPONSE

사회적현황및문제점

1 4차산업혁명의성공을위해정부가할수있고해야하는가장중요한일은‘공공데이터의공유활성화�(이낙연국무총리,2018.04.26)

2 공급자관점을넘어수요자관점에서공공데이터를제공하고기계가인식할수있는형식으로제공필요(중앙일보,2018.04.06)

3 갈길먼공공데이터:쓸만한데이터가없고필요한데이터가없다는것이국민과기업의체감수준 (중앙일보,2018.05.05)



미국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16)

영국
(Grow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in the UK, 2017)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우리의 현실 | 외부환경

25



26

공공데이터의 가치
우리의 현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데이터
우리의 현실 | 환경

인공지능데이터양적,질적부족으로인해산업경쟁력확보에대한위기의식대두

데이터 개방수준은 영국의 56.6%, 프랑스의 73.8%로 인공지능 관련 공공데이터의
발굴 및 확보 시급

인공지능분야의데이터개방현황

구분 한국
(전체 24,588개)

미국
(전체 228,387개)

영국
(전체 43,471개)

인공지능데이터 68개(0.3%) 9,447개(4.1%) 278개(0.7%)

공간·위치데이터 8,380개(34.1%) 149,389개(65.4%) 24,266개(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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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대
우리의 현실

RESPONSE

Recommendations

1

2

3

Put “open by default into action: Develop clear plans, guidelines and procedures to disclose data.

Build and consolidate open data infrastructure: Improve data quality and interoperability.

Publish data with purpose: Work closely with civic groups and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s.



Chapter 4: 분석사례 - 공공데이터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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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표준 데이터 73종 분석
데이터 분석

완전성과정확성에대한분석

31

데이터셋에 따라 구성하는 행/열의 크기가 다르며, 평균 행 10,361개, 열 20개 규모를 갖고 있음 (데이터셋 크기: 201,625)

매트릭스 상위 10개 데이터셋

상위 10개 데이터셋 (행)

상위 10개 데이터셋 (열)



데이터셋 품질 - 완전성
데이터 분석

데이터셋에서공백으로표현된모든셀의비율

32

전체 데이터셋의 완전성 (평균 0.88)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개방표준을 고려하면 미흡한 수준으로 해석

pcc = (1-ic/ncl) x 100 * ic: number of incomplete cells, ncl: number of cells



데이터셋 품질 - 정확성
데이터 분석

데이터셋에서구문이나값의오류가포함된모든셀의비율

33

개방표준 관점에서 정확성 (평균 0.78)을 개선할 필요 있음

pae = (1-nce/ncl) x 100 * nce: number of cells with errors, ncl: number of cells



데이터셋 예제 - 도시공원
우리의 현실 | 데이터 분석

필드명 엔티티 공백 특수문자 구문오류 값오류
관리번호 12433 0 0 0 0
공원명 10297 0 13 0 0
공원구분 14 0 0 0 0
소재지도로명주소 6710 5898 22 0 52
소재지지번주소 11419 1204 127 0 34
위도 12138 6 0 8359 0
경도 12183 6 0 8264 0
공원면적 8253 27 24 0 0
공원보유시설(운동시설) 1202 9579 1098 0 0
공원보유시설(유희시설) 970 8418 1835 0 0
공원보유시설(편익시설) 718 9672 1447 0 0
공원보유시설(교양시설) 275 12382 298 0 0
공원보유시설(기타시설) 734 11040 897 0 0
지정고시일 2940 1939 0 0 1
관리기관명 238 783 6 190 537
전화번호 442 925 0 6 0
데이터기준일자 101 0 0 0 0

전체행개수 13,136 
전체열개수 7 
전체데이터 91,952 
공백 61,879 
특수문자 5,767 
구문오류 16,819 
값오류 624 
오류총합 85,089 
엔티티총합 81,067 
Completeness 0.33
Accuracy 0.07

위도: 5(1), 6(8204), 7(4770), 8(116), 10(38)
경도: 5(1), 6(8223), 7(4865), 9(2), 10(38)

구문오류: 장수군청, 군포시청
값오류: 전라북도익산시, 강원도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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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오류 사례 - 중복성
우리의 현실 | 데이터 분석

1. 데이터셋 중복(데이터기준 일자 동일) – 예) 농어촌체험마을표준데이터

2. 데이터 업데이트 시 중복(데이터기준 일자 상이) – 예) 전국마을기업표준데이터

3. 수시 업데이트 데이터로 인한 중복 – 예) 지정약수터표준데이터

약수터명
소재지도
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위도 경도 지정일자

일평균이용
인구수 수질검사일자

수질검사
결과구분 부적합항목

관리기관전
화번호 관리기관명

데이터기준
일자

내수전약수터
경상북도울릉군
울릉읍저동리 643

37.50805
37468

130.90847
7351 45 2017-03-13 적합

054-790-
6360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2017-11-07

내수전약수터
경상북도울릉군
울릉읍저동리 643

37.50805
37468

130.90847
7351 45 2017-06-15 부적합 "철,망간,탁도" 054-790-

6360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2017-11-07

내수전약수터
경상북도울릉군
울릉읍저동리 643

37.50805
37468

130.90847
7351 45 2017-07-21 적합

054-790-
6360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2017-11-07

내수전약수터
경상북도울릉군
울릉읍저동리 643

37.50805
37468

130.90847
7351 45 2017-09-21 적합

054-790-
6360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2017-11-07

체험마을명 시도명
시군구
명

체험프로그
램구분 체험내용 보유시설정보 소재지도로명주소 지정일자 관리기관명 위도 경도

데이터기
준일자

구난이약나무
마을 충청남도 공주시

농작물경작
체험

옻순채취/농작물
수확체험 체험장

경상남도충청남도공주시이인면
강삿골길 25 2011-08-24 충청남도공주시청

36.37298
33

127.054
8579

2018-02-
14

구난이약나무
마을 충청남도 공주시

농작물경작
체험

옻순채취/농작물
수확체험 체험장

경상남도충청남도공주시이인면
강삿골길 25 2011-08-24 충청남도공주시청

36.37298
33

127.054
8579

2018-02-
14

마을기
업구분 법인명

법인형태
구분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위도 경도

마을기업
설립년월

마을기
업인증
년월

마을기업
회원수 마을기업목적사업

마을기업
주요상품

관리기관
전화번호

관리기
관명

데이터기
준일자

자립형 (주)통통마을신문 주식회사
광주광역시동구
동명로67번길 19

광주광역시동구
지산동 675-13

35.1524
596

126.9265
735 2017-04 2017-09 19 마을신문정기발행및

문화예술아카데미사업 신문
062-608-
2742

광주광
역시
동구청

2017-
11-27

자립형 (주)통통마을신문 주식회사
광주광역시동구
동명로67번길 19

35.1524
819413

126.9265
44012 2013-04

마을신문
정기발행문화예술
아카데미사업

신문
062-613-
3593

광주광
역시

20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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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오류 사례 - 위경도
우리의 현실 | 데이터 분석

Image source: http://www.ytn.co.kr/_ln/0105_201609231521369911

경위도 좌표에 따른 실제 위치 (YTN,2016)

경위도 좌표계 (Geodetic longitude and latitude)

지구를 타원체로 가정하고 타원체상에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표시하는 방법

위도 1도 차이는 지표면에서 약 111km 거리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도(º) 단위를 세분화해서 적용

위경도 표기 현황 (소수점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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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오류 사례 - 카메라화소수
우리의 현실 | 데이터 분석

Image source: http://www.ytn.co.kr/_ln/0105_201609231521369911

픽셀 (Pixel):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요소의 수나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요소의 수

일반적으로 ‘몇백만 화소’로 표현

단위에 대한 기준이 메타데이터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음

카메라 화소수 예제 (전국 CCTV 표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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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오류 사례 – 의미적 모호성
우리의 현실 | 데이터 분석

전국지역특화거리 표준데이터

전국도시공원 표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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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is a precious thing and will last longer 
than the systems themselves.

Tim Berners-Lee

Chapter 5: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



Data.gov, along with a number of other data-related sites of the government such 
as USAspending.gov and Apps.gov, are slated to be shut down due to budget cuts. The current annual 
budget of $37 million will be reduced to $2 million. – (Guardian April 11)

Reality Check
Data.gov in crisi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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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usaspending.gov/
http://app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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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데이터시장 10조원까지키운다
향후 관전 포인트

42Image from http://img.yonhapnews.co.kr/etc/graphic/YH/2018/08/13/GYH2018081300190004400_P2.jpg
Image https://pds.joins.com/news/component/newsis/201806/26/NISI20180626_0000165763_we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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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Wide Web Wikipedia Imag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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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ill never happen, or it cannot happen without data.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Haklae Kim via 

haklaekim@gmail.com

https://www.facebook.com/haklae
http://okfn.kr

mailto:haklaekim@gmail.com
https://www.facebook.com/haklae
http://okf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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