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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의 개방적 네트워크 구현이 필요하며, 더불어 소통능력
을 제고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의 기능성의 
변화와 정부에 대한 새로운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시키기 위해 민간이 정부의 역할에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공공 플랫폼형 정부의 기능과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공정보 공유
기반의 혁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특히 정부와 민간의 정보 및 시스템 등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효율적 역할 분
담 등 플랫폼형 정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제어 : 공공정보, 정보공유, 개방적 네트워크, 공공 플랫폼형 정부, 정보자원

Abstract  Paradigm shift in government services means the evolution to the service with active participation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Opening public information proceeds to an extent that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can be a basis and driving force, and extends to a stage that free and practical use is possible for 
private sector. Therefore, the government is preparing for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various fields. 
The government needs to build open network from user-oriented point of view rather than provider-centric point 
of view, improve communication, and change the way of working due to the fact that flexible and rapid 
business process is required. It is time to prepare development plans for public the functions of platform-type 
government that public sector can participate in the role of government, create new value, and give rise to 
innovation in order to change the functionality of the government and meet the new needs of citizen. This 
study tries to analyze platform-type government and to study efficient role allocation for sharing resources 
including informant and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focusing on innovation of public 
information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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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부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극 으로 참여하는 서비스로의 진화를 의미하며, 지

까지 공공서비스는 폐쇄 인 정보제공에서 정부 2.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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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면서 개방과 공유개념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

으나 이제는 국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이익실 과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발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진일보한 시각에서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

야와의 연계를 통해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즉 공 자 심의 시각이 아닌 이용자 에서의 

개방  네트워크 구 이 필요하며, 더불어 소통능력을 

제고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의 기능성

의 변화와 정부에 한 새로운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시

키기 해 민간이 정부의 역할에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고 신을 일으킬 수 있는 공공 랫폼형 정부

의 기능과 발 방안 마련을 한 연구가 필요하다.1) 

2. 기존논의 검토

2.1 정부3.0과 공공정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운 의 패러다임으로 정부3.0

을 제시하고, “공공정보를 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

막이를 없애고 소통․ 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  패

러다임”으로 정의하 다(안 행정부, 2013).[1][16]. 웹2.0 

정신(개방․참여․공유)의 사회 반 인 확산, 지식창조

시 의 도래와 산업 패러다임의 환, 경제부흥의 새로운 

모멘텀 필요, 기존의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문

제의 두, 지식정보사회로의 환에 따른 정부-국민간 

계 변화 등 시 상황의 변화와 새로운 환경의 도 으로 정

부3.0이라는 새로운 정부운 의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인

식하고 새 국정운 의 기제로 제시하고 있다.[1]

정부3.0을 명확하게 제시하기까지 새 정부 창출이후 

시간이 소요되었다. 시작은 정부3.0의 객 ․구체 인 

모습이 무엇인가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서 문가 는 계자들 간에 개념정의와 목표 등에 

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 다.[1][2]. 

정부3.0은 기술  에서는 정부3.0을 정부업무와 

서비스에 용되는 기술 혹은 웹의 발 과 연동하여 차

세  자정부로 이해한다.[3]  행정  에서는 정부

3.0을 정부가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고 

국민을 정책결정의 주체로 인식하는 치를 이루어내는 

단계로 이해한다. 즉 국민이 권리의 주가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5] 한 정부의 역할과 행정의 범 도 국민의 요

구, 기술 환경, 사회가치의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한다는 시

각에서 정리될 수 있다.[1] 

여러 의 개념정의가 있지만 정부3.0의 기본방향은 

개방과 공유, 력  정부, 소셜러닝 정부, 민간 업으로 

한정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간참여를 통한 

공공정보의 개방 확 가 요구됨에 따라 오 된 공공데이

터를 민간에서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

드는 일은 매우 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2]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표 안을 만들어주고 개발자

의 제안을 극 수용하는 것이다.[6] 공공정보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의 결합  활용을 통해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개

발하고자 하는데 주요 을 두고 개된다.[7][9]  

최근의 사회는 사회구조의 복잡성 심화, 기술 발 의 

신, 새로운 지식을 통한 지식 축   정책결정 등 

반 인 부분들이 빅데이터와 연계된다. 이에 정부와 민

간의 업 확 로 집단지성 구   치 강화도 요한 

기제로 강조되고 있다.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국정 

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활용하며, 정부의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  기반으로 통합하여 민간과

의 공유를 확 하고자 한다. 즉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를 통한 새로운 경제기반의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

3.0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폭증하는 데이터의 흐름을 분석하

고 이를 자원화 하여 새로운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역

으로 등장한다는 이다. <Table 1> 참조 

정부3.0의  추진과제를 첫째 소통하는 투명한 정

부를 한 ① 공공정보 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③ 민 ․ 치 강화

를, 둘째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한 ① 정부 내 칸막

이 해소, ② 업․소통 지원을 한 정부운  시스템 개

선, ③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지향  행정 구 을,[2]  

셋째 국민 심의 서비스 정부를 한 ① 수혜자 맞춤형 

1)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국환(외) “사람중심 소통사회를 위한 신정보화 전략연구”의 일환인 김영미(외), “공공정보 
공유기반 혁신 및 활용 촉진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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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통합 제공, ② 창업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

화, ③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근성 제고, ④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을 제시추진하고 

있다. [15][17] 

<Table 1> The change of service paradigm and 
Gov.3.0 

Division
Gov.1.0

(Government)

Gov.2.0

(Citizen)

Gov.3.0

(customized)

service

one-way

limited 

infirmation

time.

limited 

time/space

supplied side 

service

both-way

release of 

information 

Mobile service

Public Private 

Partnership and 

fusion service

-customized 

service

real-time 

information 

seamless service

Channel wired internet 
wired.wireless 

internet 

wired.wirelessMo

bile integral 

service

integrated 

work 
unit business 

process
process  integral service integral 

foundation 

technique 
 Web 

browser

Broband, Rich 

Link/ Content 

Models

sementic, Senser 

Network

Source: NIA((2009)[17]

2.2 공공정보의 의의

공공정보의 개념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해석된다. 학자들간에도 이견이 많고 다양한 의 

근들이 있지만 공공정보는 공공기 에서 보유하고 리

하는 정보로 제한할 수도 있다고 보는 의의 해석과  공

공기 을 통한 정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공익정보

로 의  해석을 하기도 한다. 이와 련하여 EU의 공

공정보에 한 녹서(Green Paper on Public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는 공공정보를 보유주체를 통

해 정의하되 그 범 를 정함에 있어서 3가지 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국가기  는 공공부문 에서 공

공역무(정책 등)를 제공하는 기능  측면으로 공공정보

를 이해한다. 둘째 법률 인 근방법으로서 계법령에 

명시된 공공정보를 나열하는 것이다.  셋째 공 자  

는 공공 산을 통한 근방법으로 공 자 이 투입되어 

운 되는 모든 기 을 통해 공공정보를 정의하는 것이다. 

녹서의 근방법을 따라 공공정보의 개념을 모든 공공역

무에 활용되는 정보를 모두 제공 상으로 할 것인지, 법

률을 근거로 공공정보를 획정할 것인지, 국가의 공 자

이나 산을 통해 운 되는 기 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그 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공공정보 개방  

공유의 범 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2).[1] 

 

2.3 공공정보의 활용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에서 우선 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투명성 제고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자정부 구  

수 이 고도화 되면서 공 자 측면의 구 을 넘어서서 

시민 참여를 확 시키는 단계에 심이 집 되고 있다. 

자정부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 단계를 지나 공공정책과 

서비스 설계·제공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차 

정책의 투명성을 확 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 과

정에서 시민을 한 공공정보 개방과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반 모색이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ICT 

신기술과 공공정보를 목한 응용 로그램과 킬러 서비

스,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에 한 시민의 심이 증하

고 있다.[2][12]  이에 소 트웨어 개발 사업자, 앱 개발자 

등은 공개되는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새 비즈니스

역의 확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12][14]  

요한 은 신규 서비스 창출 로 한층 다양해지는 서비

스 역을 공공정보를 활용해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

다.[14]  각종 스마트 기기의 발 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 리 이션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다 극 인 차원의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부가

가치 창출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

다.[1]

3. 공공정보 활용의 기술적 방법

공공정보 활용을 다각 인 차원에서 쉽고 편리하게 

근할 수 있도록 기술기반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이

에 지 까지 용되어 온 기술기반을 심으로 정리하고 

이들이 갖는 의미를 심으로 새로운 방향성 모색에 

한 논의를 개진하고자 한다.

2)(http://www.law.go.kr, 20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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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Open API

근래에는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추세를 쉽게 

볼 수 있다.[6] 통  의미의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로그래  인터페이스)는 

어떤 소 트웨어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에 의해 사용되는 

일단의 기능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인터페이

스로 일제어, 도우제어, 화상처리, 문자제어 등을 포

함한다.[7]   Open API는 데이터의 개방  공유를 구

하는 핵심기술로 서비스, 정보, 데이터 등을 언제, 어디서

나, 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웹 서비스 API

를 말한다.[4]  

Open API는 새로운 서비스의 제작이 용이하다는 

이 장 이다.  Open API를 이용하는 차는 일반 으로 

Open API 서비스 이용자는 Open API 서비스 제공자에

게 서비스 이용을 한 인증키 발 을 요청하고, 제공자

가 요청에 따른 승인처리를 하면 이용자는 인증키와 서

비스 명세의 메소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API 정보에 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5]  그러나 모든 Open API 지

공자가 인증키 발 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구  

AJAX 언어 API나 구 맵 API v3 경우는 인증키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완  개방된 형태의 Open API 

서비스이다.[1]

3.2 매쉬업

기본 으로 매쉬업이란,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되

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섞고(Mix), 조합(Match)하여 좀 

더 가치있는 새로운 서비스나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

을 의미한다. 매쉬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용자

가 여기 기 웹을 검색하여 정보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

에서 매쉬업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한 번에 원하는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7]  

매쉬업 서비스는 Paul Radernacher가 구  지도를 부

동산 정보와 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housingmaps.com이 그 시 라고 할 수 있다. 사람 심

의 시스템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커뮤니티 심의 환경으

로 변화를 유도하고 정보를 장하고 달하는 것보다 

정보의 장과 달은 물론 재생산하고 빠르게 근하는 

미디어  환경이 시되고 있다.[1][2]  Open API와 매쉬

업 서비스의 포털이라고 일컬어지는 로그래머블웹

(programmableweb.com)의 황을 살펴보면(2011년 5월 

6일 재), 3,205개의 Open API와3) 5,787개의 매쉬업 서

비스 제공 사이트가 등록되어 있고, 매쉬업 서비스를 구

성하기 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Open API로 구 맵이 

가장 비 이 컸으며(41%), 그 뒤로 트 터(10%), 리커

(10%), 유투 (10%) 등 소셜미디어 API가 활발하게 이

용되고 있다. 나아가 매쉬업 사이트의 경우는 역시 지도

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가장 많았고(33%), 그 뒤로 검

색(9%), 사진공유(9%), 쇼핑정보 제공(9%), 소셜미디어 

서비스(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4)[8][9]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3.3 링크드 데이터5)

 버 스리(Tim Berners-Lee)에 의해 제안된 링크

드 데이터(Linked Open Data: LOD)는 분산된 웹 환경에

서 이질 인 데이터 간의 통합과 재사용의 목 을 가진 

시맨틱 웹의 목 을 이루기 한 기반기술로서 트리  

모델(주어, 서술어, 목 어)을 기반으로 한다.[11]   링크

드데이터의 특성을 살펴보면 서비스 제공자는 웹을 통해 

데이터 모델과 데이터를 발행하고, 서비스 사용자는 웹

에 발행된 데이터를 통해 구조를 악해 원하는 조건으

로 원하는 데이터에 근할 수 있다는 이다.[12]]  한 

서로 분리되어 있는 모델(데이터)을 HTTP와 SPARQL

을 이용해 연결하여 한 번에 질의하는 것이 가능하며, 데

이터는 각각의 특성을 통해 객체로 표 될 수 있다는 

이 강 이다.[13]   

3.4 함의

그 동안 우리는 공공정보 공개  활용을 목 으로 하

는 기 이 국가지식포털, 공유자원포털, 공공정보활용지

3) 2012년 5월 말에는 프로그래머블웹 디렉토리에서 약 6천여 개의 Open API를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 2007년 12월 19일 기준, 매쉬업의 Open API 활용 현황에 관한 프로그래머블웹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구글맵이 전체의 48%, 

플리커가 11%, 아마존이 8%, 유투브가 7%, 이베이가 4% 등의 순서를 보고하고 있다. 구글맵의 활용도는 현재보다 다소 높으며, 
당시의 아마존, 이베이 등의 위치를 현재는 소셜미디어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21).

5) 이하의 논의는 http://www.bloter.net/archives/132627(검색일: 2013.7.12.)을 중심으로 발췌 및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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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센터로 분리 운 되었으나, 2013년 1월 공공데이터포

털(data.go.kr)로 통합 이 되었으며, 데이터 공유자원과 

Open API 공유자원으로 분리하여 국가가 보유한 정보자

원을 제공하고 있다.[11]  

공공데이터포털은 재 605개 기 에서 1,715종 

16,814,772건의 데이터 제공  289개의 Open API를 공

개하 고(2013년 7월 13일 기 ), 활용지원센터 운   

개발자 LAB 지원 등을 통해 개발자가 용이하게 공공정

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13] 

4. 공공데이터포털의 추진체계 및 과제  

공공데이터포털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국무총리 소

속의 공공데이터 략 원회에서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

획의 심의․조정  추진사항 검․평가를 수행하고, 

정책을 총 하는 안 행정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공표, 운 실태 평가, 기본계획 수립, 제공기반 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서는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종합

․체계 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별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 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 을 두어 해당 기 의 공공데이터 제공  이

용 활성화에 한 업무를 총 하며, 25명의 문가로 구

성된 분쟁조정 원회는 공공기 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

부  제공 단에 한 분쟁을 조정한다.[10][11]

공공데이터포털은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첫째 정보

공개의 패러다임 환을 해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

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민간개방이 핵심요소이다.[13]  

  둘째 공공정보 개방․공유를 한 공통기반 조성을 

해 민간활용이 가능하도록 DB를 개방형․표 형으로 

환하고 있다. 개방된 공공정보를 일  리․등록․제공

하는 범정부 단일 정보공유 랫폼을 구축하고자 한

다.[14]  셋째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  

일자리 창출을 해 1인 창조기업, 사회  기업 상 공

공정보 활용을 지원하고, 공공데이터 융합으로 신가치 

창출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강조하고 

있다.[13]  

4.1 공공정보 공개현황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정보 개방 황을 분류별, 기

별, 제공방법별, 지역별로 제공하고 있다. 먼 , 7가지 기

분류에 의한 공개 황을 살펴보면, 국가행정기 에 의

한 정보가 571종, 자치행정조직에 의한 것이 611종, 교육

행정 조직의 정보가 64종, 입법조직의 정보가 32종이며, 

공공기 에 의한 정보가 571종에 이르고 있으며, 보다 구

체 인 황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 the institutional open data status

Total
OPEN

_API

DAT

A

down

load

 

deliv

ery

OPEN

_API

syste

m
Web Total

Total 1715 38 335 231 52 68 94 215 682

Publi

c
571 9 181 92 7 17 28 57 180

Edu. 64 0 51 1 0 0 1 0 11

Natio

nal
429 20 73 55 24 30 33 63 131

natio

nal 

arme

d 

force

s 

1 0 1 0 0 0 0 0 0

Prv. 3 0 2 0 0 0 0 1 0

the 

mach

inery 

of 

law 

1 0 0 1 0 0 0 0 0

a 

law-

maki

ng 

orga

n

32 1 9 11 0 10 0 0 1

self-

gove

rning 

admi

nistr

ation 

611 8 18 71 21 11 32 94 356

a 

const

itutio

nal 

instit

ution

3 0 0 0 0 0 0 0 3

Source:(https://www.data.go.kr, 20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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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사례

오  랫폼을 통해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표 인 

국내사례로는 서울시가 운 하는 서울열린데이터 장과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오 래폼을 들 수 있다. 

먼 , 서울시의 열린데이터 장(http://data.seoul. 

go.kr)은 공공데이터 서비스 통합 창구로 민간에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IT 콘텐츠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해 사회․경제  가치가 높은 서울시 보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것이다. 공공데이터의 존재여부  

소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검색을 통해 원천 데

이터의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Open API 서비스를 제공한

다. 서울시 열린데이터 장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 황

은 <Table 3> 같다(2013년 7월 재). [16][17] 

열린데이터 장의 주요 서비스로는 첫째 sheet, chart, 

map, file, link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공공정보 데

이터 셋의 조회  재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서울시의 다

양한 서비스와 콘텐츠,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개발자를 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Open API 서비스 심이다. 셋째 서울시뿐만 아니라 공

공데이터포털의 API 서비스 목록, 민간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카

탈로그 서비스이다.  넷째 개발자를 한 API 사용방법, 

인증키 신청  확인, API 테스트톨 제공  개발자가 만

든 앱과 웹을 공유할 수 있는 참여소통 서비스 등이 있다. 

[16][17][18][19][20]   

 <Table 3> Seoul City Open Data 
Divisio

n
Sheet Chart Map Link File

Open 

API
Total

Ge.

Ad.
90 0 40 146 67 94 437

Urban 

Adm.
18 0 10 66 10 35 139

Env. 85 0 54 52 54 97 342

Safety 15 0 8 39 8 15 85

Edu. 6 0 4 34 4 6 54

Ind.

Eco.
12 0 0 103 0 12 127

Welfar

e
4 0 0 93 1 4 102

Trns. 23 0 4 47 5 40 119

Cul.To

ur
74 1 20 49 20 81 245

Health 5 0 2 35 3 6 51

total 332 1 142 664 172 390 1,701

Source: (http://data.seoul.go.kr, 2013.7.13.).

5. 결 론

재 정부3.0의 정책기조 하에서 다양한 공공정보 공

개․공유의 정책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정보의 공개․공유가 일반 국민생활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그 인식수 이 높지 않

은 것이 실이다. 민간 기업이 공공정보 활용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수익과 창출분야의 명확산 요소등이 개진될 

때 그 활용과 성과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정보 

활용 활성화에 한 일반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와 민간 

기업의 유입 인센티  부재의 문제는 공공정보 활용 활

성화의 문제를 단순히 정부 혹은 공공부문 차원의 문제

로만 국한시켜 정책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시각에서는 공공정보 활용 활성화가 일상생활

에서의 공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  체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공공정

보 활용 활성화, 나아가 공공정보와 민간정보의 융합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향유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보다 

직 으로 향상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시

켜야 할 것이다.[1]    

민간부문의 활용여부를 둘러싼 정부의 역할에 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역할 범 가 민간

의 공공정보 활용을 추동하고 견인하는 것 까지 나아가

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정보를 민간이 활용하기 용이

한 형태로 가야하는지에 한 여부이다. 즉 공공부문과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 간의 력  거버 스 구축체계

도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3][5]  

이 과정에서 공공정보 랫폼과 련한 두 가지 쟁

이 제기될 수 있다. 하나는 랫폼의 구축  운 이 

로벌 랫폼의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다. 해외 

민간 개발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조성의 의미를 담

고 시작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시각에서 창출효과를 배

가시키기 해서는 국내 데이터의 활용만이 아닌 해외데

이터와의 결합가능성도 반 되어야 할 것이다.[6]   따라

서 호환성을 겸비한 구도는 향후 지속성과 창출효과를 

높이기 한 요한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은 

개인정보보호와 련된 쟁 이다. 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

자 장애요인 의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이다. 개

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정부가 보다 극  에서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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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계  계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맞춰질 필

요가 있다.[1] 

공공정보 랫폼의 구성  발 방향은 단계별 의미

를 각각 함축 으로 포함해야 한다. 랫폼이 공공데이

터의 단순 제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데이

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제공

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결합과 분할 등이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정보 활용의 확산을 한 

거버 스 시각에서 기술  근의 의미와 모색이 보다 

심도 있게 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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