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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표준분석모델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현장의 분석결과를 통해 빅데이
터 표준분석모델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인 민원, CCTV 등의 
빅데이터에 대한 표준분석모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표준분석 지표를 산출하고 K시의 CCTV우선설치지
역 사례에 적용하여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의 정확성을 조사하였다.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을 활용한 K시의 사례분석 
결과, 우선 설치리스트 상위 지점 모두 범죄취약지수 중 환경지수 값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온 반면, CCTV미설치 지역에 
따른 감시취약지수와 야간 및 심야 시간대의 유동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CCTV설치에 대한 민원이 높고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빅 데이터 분석결과가 높은 정확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에 의한 행정 효율성의 제고 및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의 의미있는 시사
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디지털 융합 사회,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CCTV우선설치, 행정 효율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ublic big data standard analysis model developed by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examine its accuracy and reliability of prediction. To do this, big data standard analysis index 
were calculated to apply them to the real world case of  CCTV monitoring system prior installation in K city. 
The result of this case study revealed that the areas to be installed CCTV consisted with the area where 
residences requested and complained to install CCTV monitoring systems, which indicated that the result of big 
data standard analysis model provided accurate and reliable outcomes.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ed 
implications on effective exploitation of big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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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 융합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물과 인터넷 및 정

보통신의 접목을 통해 인간의 삶과 환경에 변화를 가져

오고있다. 이로인해서로다른분야의사물과기기들이

정보통신기술로 융합하는 디지털 융합의 분야는 다양하

게 넓어지고 있다. 정보기술과 인터넷이 기반이 된 디지

털융합사회에서는다양한기술들로부터획득한여러형

태의 데이터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활용하는

가가향후미래사회발전에중요한역할을한다[1]. 국민

의 안전과편리한생활등공공정책에관한행정지원및

정책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지역주민과 사회구성원의

의견을수렴하기위해빅데이터의효율적인활용은중요

하다. 이는빅데이터분석결과가지역주민또는모든사

회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수있는매우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는것이다

[2, 3]. 이에 정부와민간기업들은행정시스템및제조업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서 업무효율성과 기업경쟁

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융합사회 경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빅데이터는디지털환경에서생성되는모든데이터

를 말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의 다양한 디지털 채

널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디지털융합으로 데이터의 규모

가더욱방대해지고지속적으로재생산되며, 생성주기가

짧고 다양한 데이터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전통적인단일정보기술로는빅데이터를쉽게처리

하고분석할수없는이유이기도하다[4, 5]. 이러한데이

터분석을통해생성된정보와결과는사용자, 소비자등

의행동을미리예측할수있도록도와주고그들의편익

과삶의질향상을위해정부부처와유관기관및민간기

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컨설

팅전문업체인맥킨지는빅데이터가제공하는가치를연

구한결과, 빅데이터는혁신, 경쟁우위, 생산성등에서가

치를창출할수있으며, 이는 빅데이터가창의적이고, 효

율적으로품질과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도록활용되었

을때가능하다고한다[6.7]. 다시 말해, 방대한데이터자

체가혁신적이고효과적인결과물을창출하는것이아니

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분석하여 의

미있는결과를도출하는가에따라빅데이터의가치가달

라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의사결

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

고 관리하는 지에 대한 빅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8].

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급속히증가하는빅데

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부

족과여러채널을통해얻은데이터가각기관별로중복

저장및분석도구및방법이상이하여분석결과가일관

되지못하는문제점이있다[9]. 따라서, 동일데이터를통

합하고 분석모델을 표준화하여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을 효과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적인 빅데

이터의활용과표준화된분석결과는데이터의품질을높

이고정확하고신뢰성있는정보를제공하여업무및비

용의 효율성과 성과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상에대한예측을정확하게할수있으며환경및업무

개선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서로 다른 공공기관에 산재되

어사용하고있는빅데이터를통합한표준분석모델을구

축하여행정활성화및분석사업의업무효율성향상을위

해노력하고있다[10, 11]. 이를 통해중앙부처및지자체

에서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했던 데이터를 통합함으

로써 데이터수집 및 분석기간의 단축과 분석을 위한 제

반시설 및 분석시스템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

을극대화할수있다. 또한, 표준분석모델을통해수집데

이터목록, 데이터형식, 수급절차등을표준화하여자치

단체별 서로 다른 데이터와 분석모델 및 분석결과의 차

이점을극복하고분석의효율성과정확성을향상시킬수

있다[12]. 빅데이터의 분석결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의 의사결정 및 전략적 포지셔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

용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행정, 치안, 보안 등 우리 생활

과삶의안정과향상을위해서도활용되고있다. 특히, 빅

데이터 분석모델을 활용한 범죄 분석과 치안수요 분석

등 예측기술 향상과 대응능력 극대화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있다[13]. 하지만, 빅데이터의데이터베

이스 구축이 기존 행정업무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져 있

어데이터의분산과중복및상호호환성이낮으며데이

터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산

재되어있는데이터의분석결과를즉시적으로상호전달,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안수요의

예측과 범죄예방의 대응에 대한 즉시성 및 정확성이 낮

다고지적하고, 장기적인관점에서공공데이터의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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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14, 15, 16].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표준분석모델을살펴보고, 실제사례의분석결과를통해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자한다. 이를위해행정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는분야

인 민원, CCTV 등의 빅데이터에 대한 표준분석모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K시의 CCTV우선설치지역 도

출사례를 토대로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의 정확성

과타당성을조사한다. 또한본연구결과를통해빅데이

터활용과분석의효율성을제고하고국민안전과생활의

편의성 향상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 
2.1 데이터 수집
데이터는 교육부, 행정자치부, 사이버경찰청 등 분산

되어 있던 개방되어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데이터는 도로명주소, 거주인구, 주택정보, 상가정보 격

자데이터등이포함된다. CCTV 설치요청에관한민원데

이터 및 등록외국인 데이터는 해당 지자체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한, 유동인구데이터는이동통신사의유료

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용하였다.

Organizations Collected Data

Local governments
Installation Status
Installation demands by residents
Operation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Status of streetlight/security light

National Police Agency
Status of crime prevention/safe
facilities

Ministry of Education Facilities for children

Ministry of the Interior Name of stree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 Transport

Grid CELL

Ministry of the Interior Populati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ousing information

<Table 1> The List of Data 

이는범죄취약지수를산출하기위해공공데이터에포

함되지않은소셜네트워킹, 지도, 이미지등의비정형데

이터를활용하여지역주민의이동및유동인구의움직임

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채

널을통해획득한데이터, 즉정형화된데이터와함께전

체데이터의 80%이상을차지하는비정형데이터를모두

포함했을때신뢰성을확보할수있다는기존연구에따

라 지수산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동통신사로부터 확보

하였다[17]. 본연구의데이터분석모델에사용하기위해

수집된 데이터와 제공기관은 <Table 1>과 같다.

2.2 데이터 표준화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먼저 유사

데이터에대한 표준화가요구된다. 따라서 CCTV설치에

대한데이터의표준화는다음과같은과정으로진행되었

다. 첫째, 기존의선행분석사례를검토하고분석에활용

된 데이터목록을 정리한 후 데이터에 대한 필수항목, 소

유자, 수급문제 또는 다른 데이터와의 대체가능성 등을

점검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통

해분석에사용할표준데이터목록을정리하였다. 셋째,

분석을위한상세한데이터포맷을표준화하여정의하였

다. 이는분석에있어해당데이터를표준화된형태로가

공하여 표준분석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함이

다. 유동인구 데이터 등의 민간수급 데이터도 표준화 작

업을 진행하였다.

이에따라, CCTV우선설치지역을도출하기위한표준

분석모델 데이터로 감시취약지수, 범죄취약지수와 가중

치를도출하였다.표준화된데이터의분석방법은Geo-coding,

Classification, Natural Breaks, Cell Generatin 등의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도구는 데이터마이

닝이나 텍스트마이닝을 위해 오픈소스인 R을 기본으로

분석하였다. 지도 등을 이용한 GIS데이터 분석작업은

Q-GIS를 기본 분석도구를 사용하였다[18].

2.3 분석에 사용할 지수 정립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의 구축을 위해 해당 지자체

및개방된공공데이터를획득하여 <Table 2>와같은지

수산출방식을적용하였다. 이는 CCTV 우선설치지역분

석에활용하기 위한지수산출기법이다. CCTV설치지수

란 CCTV우선설치 지역을 도출하기 위한 값이다. 즉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활용한 CCTV우선 설치지역 도출 사례연구

6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May; 15(5): 61-69

CCTV산출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CCTV설치가 우선

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CCTV의 설치지

수를구하기위해감시취약지수, 범죄취약지수와가중치

를 각각 구하여 인용한다. 감시취약지수는 격자내의

CCTV점유면적에대한해당감시면적의비율이며, 범죄

취약지수는 범죄요인 변수, 환경변수 및 유동인구 요인

변수의 총 합산 값으로 구한다. CCTV 우선 설치지수에

대한 가중치는 범죄에 취약한 여성 인구수 비율, 단독주

택 면적비율과 지자체 등록 외국인 비율로 구분하여 조

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중치는 지자체의 의견 및 선

택에따라부여하지않을수도있다. 이러한분석지수산

출에 따르면, 최대 CCTV 설치지수는 29점으로 도출될

수있다. 분석지수를적용한자세한내용은다음의 ‘3. K

시의 CCTV우선설치지역 도출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설

명한다.

3. K시의 CCTV우선설치지역 도출사례 
3.1 감시취약지수 (VCM)
감시취약지수를구하기위해서먼저격자내에 CCTV

가점유하는면적을구한후각격자에해당감시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구한다. 이는 최대 10점까지 부여된다.

CCTV 기설치 감시면적에서 50m버퍼영역을 설정하고,

총면적인 10,000m2 중 CCTV감시면적이차지하는면적

을 구하여 감시취약지수를 산출하였다. 감시취약지수 =

[(1- a )] * 10 (a = CCTV감시면적(m2)/총 면적(m2)).

CCTV감시면적은 반경 50m, 360도를 부여하였고, 격자

에주거인구가 0인지역은감시취약지수를 0으로처리하

였다. 그 결과, 총 46,882개 격자 중 CCTV .기설치 면적

이 격자에 100% 차지하거나, 해당 주거인구가 0명으로

예외 처리하여 산출된 값이 39,841개로 많았다. 그 외에

CCTV감시 취약지수는 10점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3.2 범죄취약지수 (VOC) 
범죄취약지수는 범죄요인변수(grade1crime),환경요인

변수(grade2env), 유동인구요인변수(grade3flow)을 합산하

여 구할 수 있으며, 최대 15점까지 도출된다.

VOC = grade1crime+grade2env+grade3flow

3.2.1 범죄요인 변수 
CCTV 설치요청내용들이담긴지자체의설치요청민

원 데이터를 범죄발생 측면에서 <Table 3>과 같이 5단

계로 분류하고, 1∼5점 등급화 하여 해당 격자의

Grade_Crime변수에 점수를 적용하였다.

grade1crime= f (Crime installationrequests)

Grade Crime Type

5 grades Kidnap murder, repeated robber or sexual crime

4 grades Robber, sexual crime, repeated theft, violence

3 grades theft, violence, a crime-ridden district, derailment

2 grades requests for preventing crime

1 grades no demand request

<Table 3> Classification of Crime Type

3.2.2 환경요인 변수 
범죄취약지수에 필요한 환경요인은 유흥업소밀도, 숙

Item Index Algorithm

Vulnerability of Monitoring (VOM)
VOM = [(1-a)] * 10
where a = monitoring areas by CCTV (m2)/total areas(m2)

Vulnerability of Crime (VOC) VOC = grade1crime+grade2env+grade3flow

Weight*

Rate for female population vulnerable for crime (1.095)
Rate for areas of independent housing compared to total housing areas (1.041)
Rate for registered foreigners in a local government. (1.014)
* This types of weight can be omitted up to the local government’s option

Installation index
Installation index = (Index VOM + Index VOC) * weights
Installation scoring point = f (the number of safe facilities in buffer areas)

<Table 2> Index Algorithm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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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업소밀도, 금융업소밀도를격자별로계산하였고, 해당

격자의 Grade2_env 변수에 그 최종 집계 값을 입력하였

다. 범죄환경요인에대한요인들은주류판매업소의밀도,

주류취급음식점밀도, 주점밀도가높을수록범죄율, 강간

률, 폭행률 등 모든 범죄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

를바탕으로도출하였다. 또한, 공간적, 환경적요인이범

죄발생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연구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은 유동인구수와 유흥업소수임을 증명

한 연구 등의 결과를 토대로 구분하였다[19].

grade2env= (density of bars + density of hotels +

density of banks) * 5

위의식에서유흥업소밀도, 숙박업소밀도, 금융업소밀

도는격자안의총사업체수에서각각각의사업체수를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밀도 = 유흥업소 사업

체 수/총 사업체 수이다. 분석결과 K시의 범죄취약지수

는 총 46,891개 격자값 중 평균이 0.007로, 표준편차는

0.095로 나타났으며, 총격자내총사업체 10곳중유흥업

소와숙박업소가밀집해있는지역이범죄취약지수최고

점인 5점만점중 4점으로가장높은범죄취약지수를나

타냈다.

3.2.3 유동인구 요인 변수
범죄취약계층인 10-30대여성의심야시간대보행및

야간 귀가시간대 유동인구를 전체 5단계로 등급화하고

해당 격자의 Grade3_flow변수에 1∼5점에 해당하는 점

수를 부여하였다. 이는 시간대별로 다른 유형의 범죄가

집중된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기인한다[20].

grade3flow= (flow1latehourreturn+flow2midnight)/2

위의 식에서 flow1 은 18시에서 24시 사이에 보행 및

야간귀가를하는여성들로 ‘야간시간귀가등급’으로지정

하고 flow2는 24시부터새벽 6시 사이 보행, 귀가하는여

성들로 ‘심야시간보행등급’으로 지정하여 값을 부여하였

다. 유동인구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해당 변수에 0의

값을 부여하고, 유동인구가 1보다 큰 구간에서는 20%씩

나누어 1∼5점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등급구분을 통해

유동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구분하여 CCTV우선설

치 지역의 지수를 판단하였다.

3.3 가중치
가중치는격자별로취약여성인구, 주택유형, 외국인에

대한가중치를계산하여반영한다. 이 지수값은최대 1.2

점까지 부여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취약여성인

구, 단독주택, 외국인 밀집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반영

하여 계산하였다. 이러한 가중치 항목들은 특정 공간 및

집단과취약계층의범죄가증가하고있다는연구와범죄

유발지역및공간에대한위험성평가를연구한내용을

토대로 도출하였다[21, 22]. 또한 CCTV분석사업 현황분

석 및 지자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항목들을 도출

하였다. 하지만, 지자체별로이러한특정가중치관련데

이터의 수급이 어렵거나 측정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가

중치 값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범죄취약여성 비율

(w1), 단독주택비율(w2) 그리고 외국인 비율(w3)에 대

해 적용 가중치 값을 <Table 4>와 같이 적용하였다. 따

라서, 가중치 값은 다음과 같은 모델을 따른다.

Weight = w1female * w2indep.housing * w3foreigner

w1female은 10∼30대 여자거주인구수의비율로측정하

고, 이값의평균값을구하여평균값이상인경우여성거

주 밀집지역으로 지정한다. 마찬가지로, w2indep.housing 은

총주택면적대비단독주택면적비율과평균값을구하

여, 평균값 이상인 경우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지정하

였다[23, 24]. w3foreigner은외국인격자가중치에대한연

구를바탕으로격자별로등록외국인에대한밀집비율을

구하였다[25]. K시의경우, 가중치가모두부여된격자가

<Table 4> A Summary of W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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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개 중 2곳이었고, 평균적으로 최소 가중치 하나

이상을적용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인우선설치지수값에

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3.4 CCTV설치지수 
앞서 도출된 감시취약지수, 범죄취약지수 및 격자 가

중치를이용하여최조 CCTV설치지수를 산출한다. 설치

지수는최대 29점까지부여될수있으며, 이값을토대로

CCTV우설설치 지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빅데이터

분석표준 모델을 기반으로 도출된 K시의 CCTV우선 설

치지수는 20.805점으로 평균 설치지수 10.456, 표준편차

1.71의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총 46,883개의 격자값 중 CCTV 최우선 설치지

수는 상위 5%에 해당하는 점수구간인 15점 이상으로

2,344개가 산출되었다. [Fig. 1]과 같이 최우선 설치등급

은 CCTV설치지수가 15점 이상으로 상위 5%에 해당하

며, 보통설치등급인 10점등급이 27,875개로 10점∼11점

등급의 구간이 70%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1] The Installation Index Scores

분석결과를살펴보면, K시의 CCTV분포는대체로도

심 빌딩밀집구역, 주거인구밀집지역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수있고, 단독주택밀집지역이아니어도유동인구요인

이나 설치요청민원이 높은 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절도, 폭력등범죄우발지역도우선설치리스트의상

위에다소분포하여기존민원발생지역과빅데이터표준

분석 모델을 활용한 우선설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함을

알수있다. 또한본연구의빅데이터분석결과는설치지

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CCTV설치가 되지 않은

미설치지점이상당부분존재하고있고설치요청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설치된 사각지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표준분석모델 활용은 민

원처리등의행정절차에대한시간과비용의감소및지

역주민과사회구성원의생활안정성및만족도를증대시

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K시의 CCTV설치우선 지역분석 사례

를바탕으로빅데이터표준분석모델의유효성과적합성

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원데이터, 거주인구,

유동인구 등 관련 데이터를 해당 지자체 및 공공데이터

를 통해 수급하였다. K시의 사례분석 결과, 우선 설치리

스트상위지점모두범죄취약지수중환경지수값이전

반적으로 낮게 나온 반면, CCTV미설치 지역에 따른 감

시취약지수와 야간 및 심야 시간대의 유동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에 의한 결과 값

으로 나온 우선설치 리스트 상위지역에서 범죄요인

Grade 1의 경우대부분 5점만점에서 3점이상으로절도,

폭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범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또한 CCTV설치요청 민원이 높은 지역으로

기존민원발생지역과데이터분석결과가대체로일치함

을보여주고있다. 종합적으로, 빅데이터표준분석모델에

따른 결과는 실제 CCTV설치대수가 미비한 사각지대에

서 범죄취약지수 및 CCTV설치지수가 높게 나왔다. 이

지역은 평소 민원이 많았고, 해당 지역 담당자도 CCTV

설치의필요성을인지하고있는지역으로나타나빅데이

터 분석결과가 높은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있다[26]. 이러한결과는실제정부주도하에진행하고

있는 표준분석모델의 적합성을 사례연구를 통해 검증하

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독창성과 의의를 가진다.

본연구의결과는다음과같은시사점을제시한다. 첫

째, 표준분석모델의 분석결과가 실제 민원요구 및 실사

를통해확인된 CCTV설치의요구지역과상당부분일치

성을 나타내어 표준분석모델 분석의 정확성을 확인하였

다. 둘째, 분석결과는쉽게파악되고인식되지않은사각

지대및우범지대를명확하게제시함으로써미처고려되

지 못했던 지역 및 사안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빅데

이터분석을통해신속하고효과적인의사결정과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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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예측모

형 개발 시 통합된 빅데이터 분석방법론을 적용하는 것

이 예측모형의 오류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27, 28]. 셋째, 빅데이터 표

준분석모델을활용함으로써지자체는데이터획득및빅

데이터 분석도구와 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재정,

시간등의기회비용을대폭절감할수있다. 또한지역주

민들의요구사항및민원을신속하게처리하여주민들을

범죄위험에서보호하고생활의편리함과행정지원및정

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29].

본 연구는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실제 사례에 적

용하여 분석모델의 적합성을 조사한 연구로서 빅데이터

정제 및 표준화 절차에 대한 분석과정을 자세하게 설명

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지수산

출과정및표준화등 빅데이터표준분석모델구축과정

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도출 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AHP, pairwise, delphi) 등을 통한

분석의 타당성 검증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특정 기초단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이기때문에일반화의한계가있을수있다. 따라서,

표준분석모델을 다양한 분야 및 지역 사례에 적용하여

관련 결과를 비교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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