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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공데이터는 공공기 이 만들어내는 자료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데이터포털과 

개별기 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사용자 에서 원하는 공공데

이터를 탐색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이 실이다. 특히, 데이터 목록의 특성을 악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계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데이터 목록이 갖고 있는 항목명의 공통 계를 분석하여 데이터 목록 

사이의 연결 가능성을 제안한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목록을 수집하고, 데이터 목록에 포

함된 데이터 항목명을 추출한다. 추출된 항목명은 형식 개념 분석을 통해 형식 문맥 (formal context)과 

형식 개념 (formal concept)으로 구성된다. 형식 개념은 데이터 목록과 항목명을 각각 외연과 내연으로 

갖고 있고, 내연의 공통항목을 분석해 데이터 연결 가능성을 별한다. 형식 개념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

는 데이터 목록의 의미  연결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한 데이터 표   품질 

개선에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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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 open data is a database or electronic file produced by a public agency or government. 

The government is opening public data through the open data portals and individual agency 

websites. However, it is a reality that there is a limit to search and utilize desired public data 

from the perspective of data users. In particular, it takes a great deal of effort and tim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data sets and to combine different data sets.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interlinking between data sets by analyzing the common 

relationship of item names held by public data. The data sets are collected from the open data 

portal, and item names included in the data sets are extracted. The extracted item names consist 

of formal context and formal concept through formal concept analysis. The format concept has 

a list of data sets and a set of item name as extent and intent, respectively, and analyzes the 

common items of intent end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data connecti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formal concept analysis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semantic connection of the 

public data, and can be applied to data standard and quality improvement for public data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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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자화된 일 등 공공

기 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 을 하여 생성 는 

취득하여 리하는 (光) 는 자  방식으로 처리

된 자료 는 정보이다[1]. 공공데이터의 개방 범 는 

공공기 이 직무상 자  방식으로 처리, 작성, 취득해 

리하는 정보나 데이터를 포함한다[1].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1, 공공기   지방자

치단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개방되고 있지만[2], 데이터 

사용자가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하는데 한계

가 있다[3]. 공공데이터는 원천 시스템에서 개방이 가능

한 일부 데이터이기 때문에 완결성이 매우 낮다. 특히 

원천 시스템에 정의한 데이터 구조와 계가 개방 과정

에서 소실되거나, 여러 개의 데이터로 편화되는 경향

이 있다. 를 들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인구’로 검색

하면, 302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서

로 다른 데이터 항목을 갖는 데이터가 다수 발견된다. 

이런 실  제약은 다수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과정에

서 활용성을 해하는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이종의 

공공데이터를 의미 으로 연결하기 한 연구는 미흡

하다. 공공데이터에 링크드 데이터 (Linked Data) 기술

을 용한 사례는 있으나[4], 특정한 데이터셋을 한 

의미 모형을 개발하고 변환한 사례가 부분이다. 따라

서, 규모 공공데이터에서 연결이 가능한 데이터셋을 

효과 으로 탐색하기 한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공공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항목

명을 분석하여 서로 다른 데이터 목록의 공통항목을 추

출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목록 사이의 연결 가능성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형식 

개념 분석에 한 이론과 정의를 소개한다. 3장은 형식 

개념 분석 기법을 공공데이터에 용한 사례를 소개한

다. 공공데이터 수집  처리에 해 소개하고, 데이

터 목록과 데이터 항목명 분석에 한 결과를 설명한

다. 4장은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가지로 

요약한다. 분석 결과로 도출된 형식 개념은 데이터목록

과 데이터 항목명을 포함하고 있어 데이터 연결과 연계 

1 http://data.go.kr

데이터 이해에 효과 이다. 마지막으로 5장은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II. 연구 방법

1. 형식 개념 분석의 소개

형식 개념 분석 (Formal Concept Analysis)은 Rudolf 

Wille[5]가 구체화한 이론으로, 객체와 객체의 속성으로 

구성된 집합에서 개념 계층 (concept hierarchy)이나 온

톨로지를 추출하는 수학  모형이다[5][6]. 개념 

(concept)은 동일한 값의 속성 집합을 공유하는 객체의 

집합을 말한다. 형식 개념 분석은 데이터 마이닝[7], 지

식 공학[8], 온톨로지[9] 분야에서 범 하게 용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가 갖고 있는 공통요소를 탐색하고 

추론하는데 효과 인 방법이다[10].

2. 형식 개념 분석의 수학적 모형

형식 개념 분석을 한 기본 인 입력은 객체의 집합, 

속성의 집합, 그리고 객체와 속성의 계이다. 형식 개

념 분석에 한 이론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 1 (형식 문맥). 트리  (G, M, I)를 형식 문맥 

(formal context)이라 한다. 여기서 G (독일어의 

‘Gegenstände’)는 객체의 집합, M (독일어의 ‘Merkmale’)

은 속성의 집합, 그리고 I (독일어의 ‘Inzidenzrelation’)

는 객체와 속성 사이의 이진 계 (i.e. I ⊆ G × M) 이

다. 어떤 객체 g가 속성 m을 갖고 있다면 gIm 는 (g, 

m) ∈ I로 표 한다. 

일반 으로 문맥 (context)은 어떤 사물이나 상 등

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계를 의미하며, 이런 의미에

서 형식 문맥은 객체와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의 계

를 수학 으로 표 한 것이다. 형식 문맥은 매트릭스 

형식으로 표 할 수 있다. [표 1]은 국내 4  가 항공

사로 구성된 객체의 집합 G와 취항노선에 한 속성 

집합 M을 보여 다. 이진 계 I는 항공사가 취항하는 

노선이며 매트릭스에 ‘X’로 표 한다. 를 들어, 객체 

‘에어부산’은 ‘김포’, ‘제주’, ‘부산’을 속성으로 갖는다. 

반면 ‘제주항공’은 ‘김포’, ‘제주’, ‘김해’, ‘청주’를 속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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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저가 항공사와 취항 노선에 대한 형식 문맥  

로 갖고 있다.

정의 2 (형식 개념). 객체의 부분 집합 A ⊆ G와 속

성의 부분 집합 B ⊆ M에 해, 다음과 같은 유도 연

산자를 정의할 수 있다. 

  A' := {m ∈ M |∀g ∈ A: (g, m) ∈ I}

  B' := {g ∈ G | ∀m ∈ B: (g, m) ∈ I}.

임의의 형식 문맥 (G, M, I)의 개념 (concept)은 (A, 

B)의 으로, A ⊆ G, B ⊆ M, A' = B 그리고 B' = 

A를 만족하는 (A, B)의  (pair)이다. 이 때, A와 B는 

각각 형식 개념 (A, B)의 외연 (extent)과 내연 (intent)

이라 한다. 외연 A는 B에서 속성을 공유하는 모든 객

체로 구성되고, 내연 B는 A의 객체가 공유하는 모든 

속성으로 구성된다. 상하  개념 사이의 계는 다음과 

같이 표 한다.

(A1, B1) ≤ (A2, B2) :⇔ A1 ⊆ A2 (⇔ B1 ⊇ B2)

순서 계 ≤가 있는 임의의 형식 문맥 K의 모든 형

식 개념의 집합은 완 한 격자 구조 (a complete 

lattice)이다. 이것을 K의 개념 격자 (concept lattice) 

(K)라 한다. 개념 격자 (concept lattice, 독일어로 

‘Begriffsverband’)는 두 원소 부분집합의 상한과 하한

이 항상 존재하는 부분 순서집합이다. 개념 격자의 차

수화된 계층 구조는 갈로아 연결로 표 할 수 있어 종

종 갈로아 격자로 (Galois lattice)로 부른다[5]. 순서 이

론 (order theory)에 따르면, 갈로아 연결 (Galois 

connection)은 두 개의 부분집합 사이의 일치성을 표

한다.  

[그림 1]은 [표 1]의 형식 문맥을 하세 다이어그램 

(Hasse diagram)으로 표 한 것이다. 이 제는 5개의 

형식 개념이 존재한다. 형식 개념은 순서 계를 갖고 

있는데, 하  개념의 외연은 상  개념의 외연의 하  

집합이고, 상  개념의 내연은 하  개념의 내연의 하

 집합이다. 컨 , c1은 외연으로 {에어부산, 이스타

항공, 제주항공, 진에어}를 갖고, 내연으로 {제주, 김포}

를 갖고 있다. 반면, c2는 {에어부산, 진에어}를 외연, 

{부산}을 내연으로 갖는다. 즉, 에어부산과 진에어는 부

산에 취항하는 항공사이고, 제주, 김포도 취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모든 도시를 취항하는 항공사는 존재

하지 않는다 (i.e. c5).

그림 1. 항공사와 취항 노선에 대한 개념 격자의 예

III. 공공데이터 분석

1. 데이터 수집 및 선정범위

행정안 부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은 정부부처 

 산하기 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제공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제공하는 데이터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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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개표준 데이터의 형식 문맥

크게 일 데이터와 오  API로 구분한다. 일 데이터

는 개방 표 을 용한 개방표  데이터와 비 용된 

일 데이터로 구분된다. 2011년 1월 기 , 696개 정부 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한 일 데이터 22,073건, 

개방표  데이터 58건, 그리고 2,492개의 오  API가 

제공되고 있다. 

일 데이터와 개방 표  데이터는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가지 일 형식 ( : xls, hwp, csv, xml 등)으로 

제공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을 해 세 가지 유형에 

한 데이터 수집과 메타데이터 추출이 진행되었으나, 

일 데이터와 API 데이터는 특수 문자와 공백의 포함 비

율이 높아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하고, 개방표  데이터

를 분석 상으로 하 다.

개방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을 활성

화하기 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시 용하기 한 공통 

개방 기 과 데이터 셋 분야별 개방 기 (제공항목, 속

성정보, 제공형식 등)  기타 데이터 개방 표 을 정의

한 것이다[11]. 2014년 1차 개정에서 9개 분야 (어린이 

보호구역, 공 화장실, 사회 기업, 무인민원 발 정보, 

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소, 공연행사정보, 무

료 식소 등)가 제정되었고, 2차 (CCTV, 어린이집, 도

서 정보 등 10  분야), 3차 개정 ( 연구역, 세차장, 

지, 보호수 등 23개 분야), 4차 개정 (자 거보 소, 

자 거 여소, 길 정보 등 9개 분야)가 추가되어 

재 79종으로 확 되었다. 본 논문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어 있는 46 종의 데이터 목록을 분석 상으로 

한다 (2017년 11월 수집 기 ).

2. 형식 문맥 생성 및 개념 추출

46종의 개방표  데이터가 갖고 있는 데이터 항목은 

869개이고, 복을 제거한 최종 결과는 513개이다. [그

림 2]는 개방표  데이터를 객체, 데이터 항목을 속성으

로 갖는 형식 문맥 매트릭스이다. 즉, 매트릭스에서 객

체는 국 등학교 치, 국문화축제, 국주차장, 

국도시공원 등과 같은 46 개의 데이터 목록이고, 속

성은 46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항목명이다. 

이때, 개별 데이터 목록이 어떤 데이터 항목을 포함하

고 있다면 해당 셀에 ‘X’ 표시를 하여 형식 문맥 매트릭

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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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개표준 데이터 목록과 추출된 항목명에 대한 형식 개념 

3. 개념 사이의 관계

본 논문에서 제안한 형식 개념 분석을 통해 131개의 

형식 개념을 추출했다. 형식 개념은 데이터 목록을 객

체로 하는 외연 (extent)과 데이터 항목명을 속성으로 

정의한 내연 (intent)로 구성된다. [표 2]는 형식 개념으

로 도출된 일부 사례를 요약하고 있다. 를 들어, c4는 

29개의 외연과 5개의 내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c89는 2

개의 외연과 11개의 내연을 포함하고 있다. 외연의 구

성요소가 많은 형식개념은 데이터 목록을 많이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내연의 구성요소는 빈도가 높은 데이터 

항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내연의 구성요소가 많

은 형식 개념은 외연에 포함된 데이터 목록이 공통 요

소가 유사한 것으로, 연결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형식 

개념 c104는 외연으로 { 국무더 쉼터표 데이터, 국

휴양림표 데이터}와 내연으로 {경도, 리기 명, 데

이터기 일자, 소재지도로명주소, 숙박가능여부, 도}

를 갖고 있다. 즉, 국무더 쉼터와 국휴양림 데이터

는 내연에 포함된 데이터 항목명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숙박가능여부’ 항목명은 46개 데이터 

목록 에서 c104에서만 나타난 고유한 특징이다. 반면, 

‘데이터기 일자’, ‘ 리기 명’은 각각 44개 (96%), 27

개 (59%) 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 도’와 ‘경도’

는 36개 데이터 목록 (78%)에서 공통 으로 포함하고 

있는 항목명이다.  

[그림 3]은 공개표  데이터에 한 형식 개념을 하

세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한 이다. 모든 데이터 목록

이 갖고 있는 공통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i.e. c1). 형

식 개념 c2에서 보듯이 44개의 데이터 목록은 {데이터

기 일자} 항목을 갖고 있고, c3는 36개 데이터 목록이 

{ 도, 경도, 데이터기 일자}를 공통항목으로 갖는 형

식 개념이다. 형식 개념 사이의 계층구조는 [그림 4]를 

통해 자세히 설명한다. 형식 개념 c16은 { 국 등학

교 치표 데이터, 국학교학구도연계정보표 데이터, 

국교육행정구역표 데이터, 국 학교학교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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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개표준 데이터 목록의 개념 격자 예시

그림 4. 교육 분야 데이터 목록의 개념 격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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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등학교통학구역표 데이터, 국고등학교비편

화지역표 데이터, 국고등학교학교군표 데이터}

를 외연으로, {시도교육청코드, 시도교육청명, 교육지원

청코드, 교육지원청명}을 내연으로 갖는다. 반면 c17은 

{ 국 학교학교표 데이터, 국 등학교통학구역표

데이터, 국고등학교비편 화지역표 데이터, 국

고등학교학교군표 데이터}과 {시도교육청코드, 시도

교육청명, 교육지원청코드, 교육지원청명, 생성일자, 변

경일자, 학구ID, 공간객체ID, 학구분류, 학구명, 시도코

드}를 각각 외연과 내연으로 갖고 있다. [그림 4]에서 

c18에서 c16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외연을 구성하는 방법, 

c16에서 c17로 향하는 것은 내연을 구성하는 방향을 설

명한다. c16은 c17과 비교해 내연으로 갖고 있는 공통항

목이 지만, 외연의 개수는 c17보다 많다. 이러한 계

는 격자 구조 체에 용되고 있고, 상 에 있는 개념

일수록 포함하는 내연의 개수는 하  개념보다 다. 

따라서 데이터의 연결성을 고려할 때, 일반성이 높은 

정도의 데이터 연결은 상 에 있는 형식 개념에 포함된 

항목을 기 으로, 상세한 수 의 데이터 연결은 하 에 

치한 형식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IV. 분석 결과에 대한 고찰

1. 의미적 연결성

편화된 공공데이터를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 

데이터 목록 사이의 연결은 필수 이다. 그러나 데이터 

목록명 (title), 설명 (description), 제공일자 (date)와 같

은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연결을 한 직 인 도구로 

한계가 있다. 분석 결과로 도출된 형식 개념은 데이터 

목록이 포함하고 있는 항목명을 개념 으로 분석함으

로써 공공데이터의 연결을 한 기 이 될 수 있다. 

형식 개념을 구성하는 객체와 속성은 주어진 맥락에서 

공통 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 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한 형식 개념을 통해 체 데이터 목록의 

연결 수 을 제안할 수 있다. 개념 격자의 상 에 치

하는 개념은 내연을 구성하는 요소가 지만, 체 데

이터 목록에서 공통 으로 활용하는 항목명이다. 를 

들어, 60% 이상의 데이터 목록은 ‘ 도’, ‘경도’, ‘소재지

지번주소’, ‘소재지도로명주소’ 항목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치 정보와 행정구역 정보를 기 으로 데이터 연

결성을 만들 수 있다. 반면, c16, c17은 교육 분야에 한 

항목명을 포함하고 있는 형식 개념으로 {시도교육청코

드, 시도교육청명, 교육지원코드}를 내연으로 갖는다. 

즉, 형식 개념을 군집으로 구분하면 주제 분야에 한 

데이터 목록을 도출하고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데이터의 의미  연결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고, 링크드 데이터 기술을 용하는 것이 보편

이다[12][13]. 의미 수 의 연결은 서로 다른 데이터 

사이에서 공통 요소를 정의하고, 동일한 데이터 모형을 

활용해 데이터를 표 하고 연결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데이터 사이의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 것으로 링크드 데이터로 구축하는데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공통 항목의 정의

공공데이터 개방표 은 어린이 보호구역, 공 화장

실, 문화축제와 같이 특정 분야의 데이터 목록과 항목

명, 데이터값을 표 으로 권고하고 있다[11]. 개방표

을 용한 데이터 목록은 이 에 개방된 것에 비교해 

좋은 품질이지만, 데이터 항목명에 한 개선이 필요하

다. 형식 개념 사이에 유사한 내연을 갖는 사례는 다수 

발견된다. 를 들어, c30, c32는 ‘ 화번호’를 제외하면 

내연을 구성하는 데이터 항목이 동일하다. 반면, c89, c101

은 치 정보를 표 하는 ‘ 도’, ‘경도’ 항목은 있지만, 

‘WGS84좌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 목록이 포

함하는 항목명이 일정하다는 것은 데이터 품질을 개선

하는데 효과 이다. 모든 데이터 목록이 치 정보와 

더불어 화번호, 홈페이지 정보를 포함하면 데이터 사

용자는 추가 정보를 구축하거나 확보하는 노력을 일 

수 있다. 형식 개념은 체 데이터 항목이 필수 으로 

포함해야 되는 요소를 정의하고, 데이터 표  방식을 

정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개방 표 이 용되지 않

은 데이터 목록이 다수인 상황에서, 데이터 항목명을 

표 화하기 해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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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품질 개선

재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데이터의 품질은 매

우 낮은 수 이다[2]. 그러나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개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데이터는 서

로 다른 도메인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개방되어 데이터 

항목과 값을 일 성 있게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15]. 

이런 측면에서 형식 개념 분석을 통해 품질 개선을 

한 차별화된 근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공개된 데이

터에서 공통항목이 많은 것을 우선 으로 표 화하고,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컨

, 44개 데이터 목록이 갖고 있는 ‘데이터기 일자’에 

한 표  방안을 수립하고, ‘생성일자’, ‘변경일자’와 같

은 유사한 항목으로 기 을 확 할 수 있다. 한 ‘

도’, ‘경도’에 한 표  데이터 표  방식, 주소에 한 

표기 방식 (‘소재지지번주소’, ‘소재지도로명주소’), ‘

화번호’ 등 개념 격자의 상 에 치하는 형식개념, 내

연을 구성하는 항목명을 심으로 품질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데이터 목록과 

항목명의 계를 분석하기 해 형식 개념 분석 기법을 

용하 다. 공공데이터는 정부가 보유한 원천 정보시

스템의 일부가 개방되기 때문에 원천 데이터가 갖고 있

는 구조와 의미가 손실되고,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개방

된 데이터 사이의 계를 악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데이터에서 데이터 항목을 추출

하고, 데이터 목록과 데이터 항목명의 개념 분석을 통

해 공통항목을 추출하 다. 형식 개념 분석을 통해 추

출한 형식 개념은 데이터 목록이 갖고 있는 공통항목을 

분석하는데 효과 이고, 형식 개념에 사이의 계층 구조

는 데이터 목록의 연 성을 쉽게 악할 수 있는 기법

이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데이터 목록의 의미  연

결성을 만들 수 있는 출발 이 되고, 데이터 품질을 개

선하기 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데이

터 사용자가 원하는 실제 항목명을 기 으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공개표  데이터는 다른 유형의 데이터와 비교해 분

석을 한 처리 작업이 크지 않지만, 공공데이터포털

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한 형식 개념 분석을 공공데이터포털 반

에 용하기 해 데이터 품질에 한 고려와 용어 표

화에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의미  수

에서 데이터 항목명을 검토하고, 추출한 형식 개념을 

표 화된 방법으로 표 하기 한 방안에 해 향후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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