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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세종시는 개발 및 정비가 추진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적된 데이
터의 활용이 대두되고 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 중인 정책의 품질 제고 및 사회적 변화에 대응
하는 정책수립 및 운영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경제사
회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  데이
터를 활용한 객관적인 접근으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더욱 정확한 정책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정비와 증
거기반의 정책 검토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세종시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대시보드 구축을 위해 
파일 데이터, 오픈 API, 주요 생활지표 데이터, 분야별 정보 데이터, 통계간행물, 통계DB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인포그래픽 대시보드를 디자인하였다. 대시보드 디자인은 세종시 생활지표인 사회, 인구, 경제, 부동산, 
교통, 환경, 건강, 인프라 지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정책수립 및 운영에 주요 사회동
향을 파악하는데 적용·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적 마크업(HTML), 표현 및 레이아웃(CSS), 자바스크립트
(JavaScript)로 인포그래픽 대시보드를 디자인하였다. 

■ 중심어 :∣세종시∣데이터∣증거기반∣정책수립∣대시보드∣
Abstract

Sejong, Korea’s special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was created as a national project to 
relocated government ministries, the aim being to pursue more balance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boost national competitiveness. During the second phase development will focus on 
mitigating the challenges raised due to the increasing population and urbanization development. All of 
infrastructure, apartments, houses, private buildings, commercial structures, public buildings, citizens 
are producing more and more complex data. To face these challenges, Sejong city governments and 
policy maker recognizes the opportunity to ensure more enriched lives for citizen with data-driven city 
management, and effectively exploring how to use existing data to improve policy services and a more 
sustainable economic policy to enhance sustainable city management. As a city government is a 
complex decision making system, the analysis of astounding increase in city dada is valuable to gain 
insight in the affecting traffic flow. To support the requirement specification and management of 
government policy making, the graphic representation of information and data should be provide a 
different approach in the intuitive way. With in context, this paper outlines the design of interactive, 
web-based dashboard which provides data visualization regarding better policy making and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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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종시는 국가균형 발전도시와 세계적인 모범도시 

구축을 정책목표로 누구나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모범
도시 건설이 2030년까지 5년 단위로 4단계 개발계획
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단계별 개발 및 정
비방향은 1단계(2012~2015년)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와 공간구조 개편을 선도하는 전략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단계(2016~2020년)에서는 도시공간
구조의 균형적 성장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 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도시의 이미지 정착을 
유도를 위한 사업개발, 시가화 예정 용지와 연계한 공
간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사업이 추진되고 있다[1][2]. 
현재까지 세종시 개발 및 정비가 추진되면서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가공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집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축적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 중인 정책
의 품질을 제고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운영 
및 수립에 축적된 데이터를 정보로 하는 정책수립의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세종시를 둘러싼 사
회 현안이 급증하면서 정책의 신뢰성 제고와 신속하고 
정밀한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서비스 품질향상이 절실
한 실정이다. 또한, 경제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형
정을 전개하기 위해 3-4단계(2020~2030년) 개발계획
에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접근으로 정책 설계 과
정에서 더욱 정확한 정책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정비와 증거기반의 정책 검토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종시 데이터 증거기반 정책수립과 
운영에 도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사회분야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론적 기초 및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정책수
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
였다. 또한, 의견기반 정책수립(Opinion-based Policy 
Making)에서 탈피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사
회현안, 변화추이를 시스템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데이터 증거기반 정책수립(Evidence-based 
Policymaking, EBPM)[3-6]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인포그
래픽 대시보드 디자인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세종시 EBPM을 위한 대시보드 구축을 위

해 파일 데이터, 오픈 API, 주요 생활지표 데이터, 분야
별 정보 데이터, 통계간행물, 통계DB 데이터를 활용하
여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를 디자인하였다[그림 
1][7-10]. EBPM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기술통계
(Descriptive Statistics) 데이터와 추리통계
(Inferential Statistics) 데이터가 활용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세종시의 현재 사회적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
고자 기술통계를 활용한 시각화에 중점을 두었다. 대시
보드는 세종시 생활지표인 사회, 인구, 경제, 부동산, 교
통, 환경, 건강, 인프라 지표로 구분하여 시각화하여
[8][9], 정책수립 및 운영에 있어 주요 사회동향을 파악
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적 마크업(HTML), 표현 
및 레이아웃(CSS),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로 인포그
래픽 대시보드를 디자인하였다. 

그림 1. 인포그래픽 대시보드 디자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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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진사례 검토

증거기반 정책수립(Evidence-based Policymaking)
은 1990년대 초반 의료분야에서 증거기반 의료
(Evidence-based medicine, EBM)가 사용되면서 여
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
국과 미국의 EBPM 관련 정책수립 및 입안평가에 관해 
검토하였다.  

2.1 영국 What Works Centre
영국에서는 1980년 이전에 의학자 아치 코크란

(Archie Cochrane)[11]이 의료 효과의 적절한 검증의 
중요성이 지적된 이후, 고든 기얏(Gordon Guyatt)[12]
에 의해 Evidence-Based Medicine이 정립되었다. 
이후 1993년에는 코크란 공동계획이 발족되었으며, 
1997년에 사회정책 분야로 Campbell Collaboration: 
C2가 발족되었다. 2000년경에는 정책평가 가이드북 
RCTs (Randomized Controlled Trial)를 정책 임팩
트를 평가하는 툴킷으로 활용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연립정권에서 What Works[13]와 증거(Evidence)를 
중시하여 The Behavioural Insights Team (BIT)을 
발족하여 EBPM을 제도적으로 추진하였다. 현재는 
EBPM을 추진하기 위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연구·
적용을 담당하는 관민협동조직으로 What Works 
Centre (WWC) 설치하여 EBPM 추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WWC에
는 정책분야별로 기관을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경
제산업 분야에서는 WWC for Local Economic Growth 
(WWG)[14]와 Innovation Growth Lab (IGL)[15]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담당하는 
WWG에서는 자체 개발한 방법론을 근거로 실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증거를 리뷰하고 지자체와 중
앙정부 등과 협력하여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증
거기반 정책입안과 실효에 대한 이해와 정책의 실효성
을 높이고 있다. 또한, 실증 프로젝트의 지원 및 지역정
책의 검증을 통해 영국에서 정책의 질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WWC가 질 높은 증거를 바탕으로 정책 예산과 
정책의 효과를 정리하여 정책입안자 및 관련자들이 이
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 중이다[16][17].  

2.2 미국 Commission on Evidence Based 
Policymaking（CEP)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EBPM이 넓게 침투되어 있
다. 이 배경은 주정부별로 독자적인 대규모의 실증 및 
특별한 정책 수립을 제외하고는 RCTs의 활용이 과학
적인 정책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지로 인식되
어 폭넓은 정책수립 및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1980년 
이전에는 교육정책분야에서 증거를 활용하여 취학 전 
아동 교육계획, 빈곤 아동의 프로그램 효과검중, 소규모 
학급의 효과검증을 실시하였다. 이후 1992년에는 교육
개선법을 제정하여 증거기반으로 교육개혁을 가속화하
였다. 2002년에는 교육과학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IES)[18]에 What Works 
Clearinghouse[19]를 설립하여 EBPM을 추진하였다. 
2010년 이후는 데이터 증거기반 정책책정위원회법
(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6)을 책정하여 연방정부에서 증거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검증 및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20]. 이를 
바탕으로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Commission on 
Evidence Based Policymaking, CEP)를 구성하여 
정부행정 데이터와 조사 데이터를 종합하여 이를 증거
로 정책의 연구·평가·분석·효과를 검증하여 정책입안 
및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유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노
동성(DOL), 고용훈련청 및 중소기업청에 의해 기업가
지원프로그램(Growing America Through Entrepre- 
neurship, GATE)이 운영되고 있다[21]. 이 프로그램
은 데이터 증거기반으로 사업니즈의 조정, 훈련, 개별 
컨설팅, 외부자금의 조달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22]. 

본 연구에서 추진하는 데이터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대시보드를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흩어져 있
는 데이터 통합과 각 사일로의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데이터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포그
래픽 대시보드를 디자인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진사
례와 차별화된다. 또한 정형, 반정형, 비정형 공공데이
터와 세종데이터를 수집하여 세종시의 데이터 증거기
반 의사결정과 정책수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체계[그림 
2]를 구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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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종시 EBPM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

3.1 사회현황 데이터 시각화
세종시 사회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사회데

이터 시각화는 전국대비 세종시 사회데이터를 시각화
하기 위해 시도별 2개년 출생률/사망률/혼인건수/인구
구조 비교, 세종시 행정구역별 합계인구 및 세대 현황,  
주거유형별 가구수, 사업체 산업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
사자수 남녀, 교육은 학교현황/학생현황, 보건은 의료
기관 및 의료인현황, 복지시설현황, 행정구역별 자동차
현황, 취업자현황, 직업별취업자현황, 고용율 변화추이, 
공장등록현황, 노동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
인구)현황, 직업별 취업자현황 데이터를 시각화하였다
[그림 3]. 

3.2 인구현황 데이터 시각화
세종시 인구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세종시 

전체인구와 전월대비 증가 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수, 인구밀도에 대한 데이터를 수치화하였으며, 읍면동
별 인구 구성비 및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아름동, 종
춘동, 고운동, 보람동 동별 인구를 시각화하였다. 또한, 

그림 2. 세종시 EBPM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 구성도

그림 3. 사회데이터 시각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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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읍면동별 인구, 인구구
성비, 세대수, 세대당 인구, 인구밀도, 면적 및 면적구성
비에 대한 데이터를 시각화하였다[그림 4].

그림 4. 인구데이터 시각화 일부

3.3 경제데이터 시각화
한국무역협회(K-stat)을 활용하여 세종시 산업별 월

별 수출입 동향(단위 : 천불, %),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수입 증감률, 무역수지, 품목별 
수출물량 데이터를 시각화하였다. 또한 수출액, 수출증
감률 및 비중이 높은 PCB 인쇄회로, 메이크업/기초화
장품, 의약품의 데이터를 그래프와 수치화로 시각화하
였다. 이와 더불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활용하
여 경제활동인구 주요 지표인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
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데이터를 시
각화하였다[그림 5].

3.4 환경데이터 시각화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계획 

및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전세계 환경데이
터, 아시아 환경데이터, 한국 환경데이터를 시각화맵에 
나타내고, 세종시의 실시간 측정소 위치별 미세먼지

그림 5. 경제데이터 시각화 일부

(PM-10), 초미세먼지(PM-2.5), 아황산가스(SO2), 일
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데이터를 
시각화하였다. 또한, 최근 10년 기온 기후값(°C) 일평
균, 일최고, 일최저, 열대야일수, 폭염일수와  최근 10
년 강수량 기후값(mm)도 시각화하였다[그림 6].  

그림 6. 환경데이터 시각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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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동산데이터 시각화
세종시 건설/주택/토지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택 매매

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월세통합가격지수, 평균지가
변동율 지수화와 전년/전월 동월 대비 동향을 나타냈
다. 그리고 한국감정원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세종시 월별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월
세통합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월별 주택가격지수를 시각
화하였다. 또한, 세종시 지가변동률 및 규모별 m²당 평
균 분양가격 최근 동향을 시각화하였다[그림 7]. 

그림 7. 부동산데이터 시각화

3.6 교통데이터 시각화
세종시 VDS 지점 교통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일 차량 

교통량(대), 요일별 평균통행속도(km/h),요일별 차량교통
량을 수치, 동향, 그래프로 나타냈으며, 오후(17~19시) 차
량 교통량 (대), 오전/정오 차량교통량, 전일(00시~23시) 
차량 교통량 (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래프와 동향으
로 나타냈다. 그리고 요일별 평일 차량 교통량, 평균통행
속도를 도로별로 분석하여 시각화하였다[그림 8].

그림 8. 교통데이터 시각화

3.7 건강데이터 시각화
사망원인통계(연령표준화 사망률)를 활용하여 전체사

망대비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백혈병, 정신 및 행동장
애, 고혈압성 질환, 만성하기도질환, 근육골격계질환, 
운수사고, 자살, 비뇨생식계 질환 등으로 사망원인데이
터를 시각화하였다. 또한, 전국/충남 대비 비교해서 살
펴보기 위해 주요 사인별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사
망률(단위: 명/인구10만명당)을 표로 나타냈다. 덧붙여 
세종시의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분석하여 
나타내어 건강행태 현황을 나타냈다[그림 9].

그림 9. 건강데이터 시각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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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인프라데이터 시각화
인프라데이터 시각화는 산업혁신인프라, 세종미래 산

업단지, 세종시 산업농공단지현황을 표로 나타냈다. 산
업혁신인프라는 가동중인 인프라와 구축 예정 인프라
로 구분하였으며, 세종미래 산업단지는 세종미래, 세종
첨담, 세종벤처밸리, 세종SB플라자, 산학연클러스터지
원센터, 창업밴처기업 보육공간으로 구분하였으며, 세
종시산업농공단지현황: 11개소(일반산단 7, 농공산단 
4)을 단지명, 조성년도, 지정면적, 분양대상면적, 분양
률(%), 업체수, 고용인원(명)을 표로 나타냈다[그림 10].  

그림 10. 인프라데이터 시각화 일부

3.9 지역경제동향 시각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대비 세종시 지역경제동

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광공업생산지수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 서비스업생산지수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
(%), 소매판매액지수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 건설
수주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 수출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 수입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 소비자물
가지수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 고용률(%) 및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p), 실업률(%) 및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p), 인구 순이동(천명)을 시각화하였다[그림 11].

그림 11. 인프라데이터 시각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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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종시 EBPM을 위한 대시보드 디자인

4.1 데이터 구조 디자인
데이터 구조는 [그림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PC와 

모바일 화면에 모두 최적화된 반응형 웹 컴포넌트, 적
응형 웹 컴포넌트로 데이터 구조를 디자인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화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응형 웹
(Responsive Web)으로 구현하였다. 이는 세종시 정책 

그림 12. 세종시 EBPM을 위한 대시보드 데이터 구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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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효율화, 즉시성, 업무의 연속성, 생산성 향상
효과를 높이고자 함이며, 서비스로서의 스토리지
(Storage as a Service, SaaS), 서비스로서의 모니터
링(Monitering as a Service, MaaS), 서비스로서의 
플랫폼(Platform as a Service, PaaS)로 활용이 가능
하다. 

먼저, 대시보드 메인화면(index.html)의 레이아웃은 
유동형(Mostly Fluid), 열 끌어놓기(Column Drop), 
레이아웃 시프터(Layout Shifter), 미세 조정(Tiny 
Tweaks), 미세 조정(Tiny tweaks), 오프 캔버스(Off 
canvas) 패턴을 조합하여 디자인하였다. 다음으로, 메
인화면 구성은 헤더(Header), 세종시 사회/인구/경제/
부동산/교통/환경/건강/대시보드 액세스 콘텐츠, 세종
시 지역상권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 생산지
수, 체감경기지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콘텐츠, 푸터(Footer)로 구성하여 디자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는 사용자경험 측면에서
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간한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경험(UX)/사용자 인터페이스(UI) 적용 
가이드라인[23],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
이드[24]를 참조하여 UX·UI를 디자인하였다. 

4.2 대시보드 디자인
대시보드는 부트스트랩4 기반의 반응형 웹 대시보드

(Bootstrap4 Responsive Web Dashboard, datasejong 
/dashboard_default.html, dashboard_full.html)로 디자
인하였다. 헤더에 구글지도를 활용하여 다시보드에 삽
입하여 위치정보 및 행정구역 정보를 개괄적으로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메인 콘텐츠는 세종시 사회적경
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와 대중교통체계구축 기본방향
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적 데이터를 시
각화하였다. 노동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현황, 도소
매음식숙박업, 관리자전문가 등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다[그림 
13]. 다음으로 고용, 생산, 소상공인, 매매거래량, 무역
수지, 인구순이동 데이터의 주요동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하여 광공업 생산지수, 소상공인 경기지수 등의 생
산지수와 건강형태 현황 관련 건강지표를 수치정보와 
동향정보를 나타냈다.  

그림 13. 인포그래픽 대시보드 화면 일부

사이드 콘텐츠 상단부는 환상형 대중교통중심도로를 
중심으로 연계되는 버스, 자전거, 보행자 도로를 네트워
크화 체계로 구축되는 교통체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정책의 정립 및 
체계의 개편에 필요한 데이터를 시각화하였다. 세종시
가 설정한 달성목표인 자전거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수
송 분담률 70%, 2030년 자전거 수단분담률 20%를 지
수로 표시하고 도로별 차량교통량의 혼잡을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나타내고 도로별로 평균통행속
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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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콘텐츠 하단부는 세종시 지역경제 상권 활성
화 방안 수립과 자생력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영업 현황
분석 및 업종별 매출액 구간 분포를 시각화하였다. 자
영업 현황에는 인구 천 명당 사업자 규모, 사업기간별 
규모 및 증감, 사업자 성·연령별 규모, 주요 산업별 사
업기간 분포, 주요 산업별 규모 및 고용원 수를 활용하
여 나타냈다. 

푸터에는 VDS 지점 교통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갈매
로, 전일, 오전(07시~09시), 낮(12시~14시), 오후(17
시~19시) 시간대별, 요일별 차량통행량 및 평균통행속
도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교통정책 수립 및 운영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다.  

이는 행복청과 세종시가 추진중인 상업용지 공급 조
절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담고 있는 상가활성화 대책 
수립, 세종형 사회적경제 신규모델 발굴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확보방안 수립, 생활권계획 및 도시기본
계획 수립, 세종시 대중교통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운영에 본 연구에서 디자인한 대시보드를 활용한 객관
적 데이터 증거기반의 정책수립 및 운영이 기대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세종시 데이터 증거기반 정책 수립
(Evidence-based Policymaking, EBPM)을 위한 대
시보드 디자인은 세종시의 경제사회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중에 한정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시민
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활용하
고자 대시보드를 디자인하였다. EBPM을 위해 공공데
이터, 오픈 API, 주요 생활지표 데이터, 분야별 정보 데
이터, 통계간행물, 통계DB를 활용하여 정책 수립의 근
거가 되는 사회적 환경변화의 정확한 파악과, 입안된 
정책이 변화하는 경제·산업 및 사회 환경에 반영되고 
있는지의 파악과 정책효과의 측정과 평가에 관해 객관
적인 근거로 활용된다. 또한, 연구 결과는 세종시 각 부
처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사회적 변화 및 현안을 파
악하고 데이터에 잠재되어 있는 니즈를 도출하여 정책
의 수립과 운영, 예측과 측정, 평가에 활용하고자 함이

다. 특히 인포그래픽 대시보드는 수집된 데이터의 특징
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데이터가 나타내는 경향을 바탕
으로 인사이트를 파악하여 국소적인 사례와 에피소드
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객관
적인 데이터를 증거로 정책 목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세종시의 
현재 사회현상 및 변화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EBPM을 위한 대시보도 디자인에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데이터가 활용되었지만 추리통계(Inferential 
Statistics) 데이터로 확장되지 못한 점과 전자정부서비
스 사용자경험 적용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사용자경험 
평가와 검증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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