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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create new economic value-added and jobs by the
openness and utiliz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However, most of open government data has poor
utilization rate. Although open government data standardization is a major cause of those inactivation,
it is not sufficient to conduct empirical research on open government data itself. Based on this
trend, this paper aims to find the priority area for opening data and suggests a realistic directions of
standardiz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Text min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approaches are
used to analyze open government data and standardiza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e guides to open
government data managers in practical view from selection of data to standardization direction. In
addition, this research has academic implications to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in terms of
suggesting standardization direction by using various techniques.

Keywords: Open government data standardization, Knowledge management, Text mining, Network
analysis, Standard data

1. 서론

고, 관련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도입 준비중이며,
2018년 3월 정부혁신 종합추진 계획에는 공공데이터

정부는 행정 정보 청구와 정보공개 등을 통해 다양한

개방을 정부 과제로 삼았다(스트롱코리아 포럼 2017;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2018a). 실제로 공공데이터는 새로운 비즈

는 4차 산업 혁명의 동력을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보

니스 모델에 활용 가능한 주요 자원이 되는 등 높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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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한정희 2019). 하지만, 우리

정에 데이터 분석 접근을 이용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유

나라 공공데이터는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

형 분류에 논리적 타당성을 더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 2016년 활용 실적조사 결과,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

과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데이터 표준화의 현황 및

방사업을 주도하면서 4년간 약 1만7000여건의 데이

문제점을 파악해 비표준 데이터의 실무적 문제 해결을

터를 공개했으나 민간에서 이를 활용해 개발한 사업

제시하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텍스트 마이닝 기

은 853건으로, 5%만이 활용되고 있었다(디지털데일리

법과 소셜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해 표준화와 관련하

2016). 이러한 공공데이터 비활성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여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학술적인 시사점 역시

데이터 비표준화가 언급되고 있다. 개별 기관이 표준화

기대 가능하다.

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활용이 제약됨을 지적
하거나, 공공데이터 형식 표준화가 데이터 가용성과 활
용을 증가시켜 공공 빅데이터 정책 활성도를 높인다는

2. 선행연구 고찰

선행 연구도 있다(김태엽 2018; 전병진·김희웅 2017).
이렇듯 공공데이터의 표준화는 활용성에 있어 매우 중

2.1 공공데이터 정책 현황

요한 지표로 인정을 받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 중

하지만 방대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공공데이터를 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된 데이터를 말한다(뉴스젤리

려한다면, 모든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은 매우

2018). 하지만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의 좁은 의미의 공

어려운 일이며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방법엔 확실

공데이터 정의이다. 넓은 의미에서 공공데이터는 공공

한 지표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표준화

기관이 업무를 할 때 생겨나는 모든 데이터 혹은 공공

를 진행 할 공공데이터셋을 선정하고 해당 데이터셋의

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관리하는 정

문제점을 파악해 표준화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 선행

보로 정의된다(송석현 등 2017). 이는 유럽연합(EU)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부족

공공분야에서 전자정부 형태로 저장된 모든 컨텐츠라

한 실정이다. 기존 선행 연구들의 경우 단순히 공공데

고 공공데이터를 정의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터 활용 시나리오를 제시하거나, 표준화를 위한 형식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의 공

개념을 도입할 뿐에 그치고 있다(이만재 2012; 김학래

공데이터로 사용한다. 이러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2018). 이에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

2018년 3월 정부는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 중 5번째

해 우선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해야 할 핵심적 공공데이

사업으로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를 발표하였

터를 파악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

다. 이 계획에는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

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

이터를 전면 개방하도록 하는 개방확대 정책추진이 포

법과 소셜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기반으로 다음의 과정

함되어 있다(행정안전부 2018a). 하지만 정부의 공공데

을 수행하였다. 첫째, 개념 수준 분석으로 핵심적인 공

이터 정책은 데이터의 활성화보다는 양적인 면에 치우

공데이터 분류체계를 파악한다. 둘째, 항목 수준 분석

쳐 있다. 2015년 4월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된 데이터

으로 핵심적인 공공데이터 분류체계의 표준화 데이터

중 단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자료가 96%에 달하는 등

와 비표준화 데이터를 분석한다. 셋째, 유형 분류에 사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있어 질보다 양을 우선했다(황주

용된 원칙에 기반해 표준화 지침을 분석한다. 연구 과

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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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분야에서

제적 가치를 평가하거나 학습 프레임워크에 활용하는

높은 국제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OECD의 2017년

등 공공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연속 1위 국

의 형식과 링크드 오픈 데이터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

가로 평가받았으며, Open Data Barometer(ODB)의

발에 따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 연구

국가별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연도별 평가에서도 우리

도 있다(이현정·남영준 2014; Marjin 2012). 송효진·황

나라는 2014년 17, 2015년 8위, 2016년 5위, 2017년 5

성수(2014)는 서울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자 대상

위를 달성하였다(OECD 2017; Open Data Barometer

으로 집단 심층면접을 진행해 담당자의 공공데이터 제

2017). 하지만 ODB 내부 정량화 수치를 보면, 양적 개

공에 대한 인식 부족과 소극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

방 수준의 READINESS 수치는 높은 반면, 데이터의

하였다. 이건·윤광석(2016)은 영국의 공공 데이터 개방

질적 수준과 활용성을 평가하는 IMPLEMENTATION

모범 사례를 통해 공공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전달하기

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거시적

이는 우리나라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문제와 직접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현철·김광용(2015)은 기술수용

으로 연관된다. 표준 데이터란 93가지의 항목으로 이루

모델(TAM)을 기반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 모델의 특성

어진 개방 표준을 기준으로 작성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 공공데이터 정책 신뢰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조사

(행정안전부, 2018b). 즉, 93개의 유형에 대해 여러 기관

하였다.

이 통합된 형식으로 작성하는 데이터가 표준 데이터이

해외 국가들의 공공 데이터 정책 간 비교를 한 연

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의 경우 표준 데이터

구도 있었다 Nugroho et al.(2015)은 영국, 미국, 네덜

의 비중이 적어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란드, 케냐 및 인도네시아의 공공 빅데이터 정책을 비

있는 실정이다. 표준화란 표준 데이터가 아닌 공공 데이

교한 결과,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 데이터 품질, 데

터를 표준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이터 수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그리고 데이터 제공

한 데이터 표준화는 공공 데이터법과 공공데이터 개방

자 및 데이터 사용자 측면 등 공공 빅데이터 사용 촉진

표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행정

을 위한 운영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Sharron et

안전부 2016 행정안전부 2018b). 작성된 표준 데이터는

al.(2016)은 공공데이터 계획과 디자인에 있어서 생태

개방 표준 데이터 점검 서비스를 통해 관리 되고 있다

계적 접근 방법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술적으로

(손혜인·남영준 2017).

공공데이터 관리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 연구다. Christophe et al.(2012)은 연결된 데이

2.2 공공데이터 관련 선행연구

터를 분석하는데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그 현

공공데이터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의 상당수는 주로

황을 파악하였다. 비록 공공데이터에 집중해 이를 적용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정책 비교, 정책 방향제시, 거시

한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관리에 있어 소셜네트워크 분

적 분석, 데이터 측면에서의 분류 등 비실증적 연구에

석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집중해 있었으며 관리 가이드 제시 측면의 연구가 주를

단순 공공 데이터가 아닌, 표준 데이터 및 표준화에

이루었다. 또한 실증 연구라 하더라도 일부 데이터만을

대한 기존 연구도 존재했다. 손혜인·남영준(2017)은 국

대상으로 했거나, 연구의 시사점이 미흡했다.

가의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관한 마

김동성 등(2017)과 김유리(2018)는 공공데이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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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표준 데이터셋 개별 속성을 분석하였으며 공통

3. 연구방법

적인 속성정보를 추출하여 마스터데이터 구축 시 활용
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반시설 13개의 표준 데이터

3.1 연구절차

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계점이 있다. 정다운 등(2017)은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절차는 <그림 1>과

사회연결망분석으로 공공데이터간 연관성에 관해 연

같다. 우선 공공데이터 포털 목록에 개방되어 있는 데

구했다. 하지만 전체 공공데이터의 25% 가량을 차지하

이터를 수집하였다. 이후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 핵

는 일부 데이터만을 분석하였고, 그 대상 수가 적어 시

심 키워드를 도출해내고 해당 키워드를 바탕으로 네트

사점을 도출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김학래(2018)는

워크 분석을 통해 우선적 표준화 대상과 직접적으로 연

약 50여개의 공공 표준 데이터를 형식 개념을 도입하

관이 되는 핵심 분류체계에 속하는 데이터 목록을 확

여 외연과 내연으로 공통항목을 분석하여 데이터 연결

인하였다. 해당 분야의 표준 데이터와 비표준 데이터는

성, 공통 항목의 제안을 제시했다. 이런 선행연구를 바

항목 수준으로 데이터를 재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개념

탕으로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데이터 셋과 표준화 방

수준의 분석은 항목 수준의 분석을 위해, 분석의 범위

향성 연구를 목적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의 공개 데이터

를 제한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

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표준화의 통합과

(www.data.go.kr)에서 공개한, 2018년 9월 공공데이터

일관성 관점에서 현 공공데이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공공데이터 목록은 데이

이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

터 성격에 따라서 정부기능분류체계(BRM) 최상위 레

을 제시한다.

벨수준의 분류체계로 구분되어 있다. 이후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형태소 분석 등의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키
워드를 도출해내고, 이들 키워드와 분류체계의 2모드

<그림 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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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관계를 구성하였다. 2모드 네크워크의 시각

다(행정안전부 2016). 데이터셋은 <그림 2>와 같이 공

화 및 중심성 수치를 활용하여 핵심적인 분류체계를 도

공데이터 목록명, 제공대상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공

출했다.

공데이터 목록명은 정부기능분류체계(BRM) 6레벨의

항목 수준의 분석은 공공데이터에서 표준화 방향성

단위과제 수준에서 목록 명칭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으

을 제시하기 위해 현 비표준화 데이터의 문제점을 파악

며, 명칭의 형식은 [기관명 + 직관적 데이터 명칭]으로

하는 과정이다. 데이터 활용의 2가지 관점인 데이터 통

작성하고, 표준 데이터의 경우에는 개방 표준명(정비가

합과 일관성 관점을 활용하여, 데이터 통합 관점에서는

이드에서는 ‘데이터 분야’로 사용)을 사용한다. 제공대

네트워크 분석을, 데이터 일관성 관점에서는 데이터셋

상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목록명과 [목록:데이터=1:N]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후 공공데이터 표준화와 관련된

구조를 가진다. 데이터는 파일데이터 또는 OpenAPI로

법률, 표준 고시, 정비 가이드(이하 표준화 지침)를 데이

제공방식을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제공대상 데이

터 표준화 구성요소 관점인 내용, 관리, 프로세스 측면

터의 속성, 즉, 데이터베이스의 컬럼과 유사한 개념으로

에서 분석하고, 항목 수준 분석의 결과와 더불어 공공

항목이 존재한다(행정안전부 2016).

데이터 표준화와 관련한 현실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데이터 주제를 ‘데이터 분야’
라는 명칭으로 정의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목
록명은 다를지라도 목록의 핵심 키워드가 같으며 항목

3.2 용어 및 데이터 구조 정의

의 내용 또한 유사하다면 같은 ‘데이터 분야’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데이터 구조와 용어에 대한

고 할 수 있다. 비표준 데이터의 경우, 별도의 데이터 주

정의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목록은 기관에서 관리하고

제 구분이 없고, 주제에 핵심키워드(‘인구 현황’의 경우,

있는 원천데이터 내 유사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으로,

‘인구’가 핵심키워드)를 목록에서 검색한 후 항목을 조

데이터셋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1개의 데이터셋은 개

사하여, 동일한 주제의 목록을 묶는 방식으로 ‘데이터

별 파일데이터, API서비스 등 N개의 데이터로 구성된

분야’를 구분하였다.

<그림 2> 공공데이터 구조 및 용어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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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데이터 수집

고,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시화 작업으로 수행했다. 데이

공공데이터 목록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공공데이

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형태소 분석과 불용어 처리를 수

터 포털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핵심이 되는 공공데이터

행해 필요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만을 추출하였다. 즉, 공

분류체계의 경우 표준 및 비표준 데이터에 대해 구분을

공데이터 목록정보에서 목록명을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

지어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표준 데이터의

을 수행하고, 품사를 태깅한 결과를 키워드로 추출하였

경우,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고시를 통하여 데이터 분

다. 추출된 키워드는 공공데이터 목록의 분류체계와 연

야별 세부 항목 및 속성 등의 기준을 제공되고 있어 분

결하여 2 모드 네트워크로 소속관계를 이루고, 이러한

류체계별로 정해진 표준 기준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

관계를 기반으로 네크워크 분석을 수행했다. 네트워크

집하였다. 반면, 비표준 데이터는 사전 정의한 분야가

시각화 작업시, 출현빈도 300이상인 키워드만을 대상으

없어 표준 데이터의 개방 표준명과 같은 데이터 주제 개

로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심성 수치를 계산하였다.

념을 데이터 분야로 정의하고 주제에 따라 비표준 데이

키워드 추출 등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공공데

터를 그룹핑 하였다.

이터 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현황을 파악을

비표준 데이터는 다수의 목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

할 수 있었으며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데

확하게 개념이 구분되는 데이터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

이터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

다. 공공행정관련 비표준 데이터의 경우, 가장 목록수

하였다.

를 가진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

텍스트 마이닝 이후에는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이용

구에서는 ‘인구 현황’과 ‘채용 정보’를 선택하였다. ‘통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 네트워크/

연보’의 경우, 상당수가 국가통계포털 KOSIS 또는 통

노드 수준 분석으로 하이브리드 (hybrid) 수준의 분석지

계정보를 링크하였기 때문에 항목 수집이 원활하지 않

표를 사용한다. 이 때 사용되는 중심성 (centrality) 지표

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회복지의 경우, 가장 목록수

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Freeman

가 많은 ‘노인복지시설 현황’, ‘장례시설 현황’을 선택하

이 제안한 연결정도, 근접, 매개 중심성 (Freeman 1979)

였다. ‘경로당 현황’, ‘장애인 등록 현황’이 장례시설 현

이 가장 기본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의 핵심 이유

황보다 목록수가 많았으나, ‘경로당 현황’의 경우, 사회

가 데이터 간 연관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브리

복지시설 현황 또는 마을 회관 운영현황과 일부 중복될

드 수준의 분석 지표를 이용하였다. 하이브리드 수준의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장애인 등록 현황’의 경우 기초

분석 지표를 이용해 핵심 분류체계인 공공데이터를 도

생활수급자 현황과 중복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명확한

출한 후 핵심 분류체계의 표준, 비표준 데이터의 데이터

데이터 분야의 분류가 어려워 제외하였다.

분야-항목간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집단 수준 분석의 군
집 분석의 클러스터링 계수를 활용했다. 클러스터링 계

3.4 분석 방법 – 텍스트 마이닝, 네트워크 분석

수는 네트워크내의 노드들이 서로 무리지어 모여있는 정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핵심이 되는 공

도(군집화정도)를 나타낸다(곽기영 2014). 본 연구에서는

공데이터 분야 파악, 현 표준화 데이터의 문제점을 파악

공공데이터 목록의 분류체계와 키워드간 관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를 해주었다. 텍스트 마이닝과

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위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중

관련하여 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 3단계를 진행하였

심성 수치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다. 데이터 시각화는 별도의 시각화 방법을 적용하지 않

모두 UCINET, NetDraw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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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류체계가 다른 분야 데이터 항목과 연결성이 높

4. 데이터 분석 결과

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것은 공공데이터 분야별

4.1 공공데이터 목록 분석

보유 목록은 문화관광, 공공행정, 교통물류,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목록 전체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순서로 많은데 이 순위와 연결중심성 수치 순위가 상이

수행해 키워드를 도출하고, 목록의 분류체계와 키워드

하다는 점이다. 목록수는 공공데이터의 양이라고 볼 수

간의 소속관계를 2모드 네트워크로 구성하였다. 이를

있으며, 다수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목록의 데이

위해 텍스트 마이닝 과정에서 ‘현황’ 등 무의미한 불용

터 키워드의 포함과 빈도에 따라서 중심은 달라질 수

어는 삭제하였으며 총 3939개의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공행정은 목록수도 많지만 중심

최종적으로 출현빈도 300이상인 키워드만을 대상으로

성 수치가 가장 높은데, 이는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도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심성 수치를 계산하였다.

많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이터도 많다고 해석할

우선, 분류체계에 따라 계산한 네트워크 중심성 수치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는 목록수는 적지만 중심성 수

는 <표 1>과 같다. 연결중심성을 보면 공공행정, 사회복

치가 높은 편인데, 이는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양은 많

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공공행정, 사회

지 않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이터가 많다고 해석

<표 1> 공공데이터 목록 분류체계 중심성 수치
분류체계

Degree

Eigenvect

Closeness

공공데이터
목록수

Betweenness

공공행정

1

0.33

1

0.138

3,738

사회복지

0.857

0.309

0.879

0.065

1,663

식품건강

0.464

0.191

0.659

0.012

535

재난안전

0.536

0.218

0.69

0.018

2,018

교통물류

0.714

0.267

0.784

0.042

2,433

국토관리

0.786

0.291

0.829

0.048

1,052

환경기상

0.679

0.265

0.763

0.032

1,878

문화관광

0.786

0.286

0.829

0.052

4,162

보건의료

0.679

0.266

0.763

0.03

1,664

산업고용

0.75

0.275

0.806

0.054

1,986

교육

0.571

0.201

0.707

0.041

1,243

법률

0.107

0.049

0.537

0

73

농축수산

0.679

0.274

0.763

0.026

1,034

과학기술

0.679

0.263

0.763

0.032

897

재정금융

0.5

0.211

0.674

0.012

459

0.393

0.163

0.63

0.008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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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계를 고려할 때,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

연결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

다. 오히려 ‘서비스’, ‘통계’와 관련된 주제의 공공데이터

심성 등 계산하였던 4가지의 중심성 수치를 모두 고려

가 데이터의 분류와 상관없이 핵심적인 주제일 수 있

했을 때, 공공행정, 사회복지 분야가 핵심적 데이터 키

다. 즉, 분류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공공데이터 중 가장

워드를 다수 포함하고 있고,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과

핵심이 되는 데이터는 ‘서비스’, ‘통계’와 관련한 데이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데이터 키워드들과 쉽게 접

라고 할 수 있다. 분류체계가 아닌 공공데이터의 내용

근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강한 정보 흐름을 갖는다

을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표준화를 진행 할 데이터 셋

고 요약할 수 있다. 즉, 공공행정, 사회복지가 다른 분류

을 선정한다고 할 때, 이 두 키워드와 관련된 데이터가

체계와 깊게 연관되어 우선적으로 표준화가 진행될 경

선정이 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분류체계라고 결론 내
릴 수 있다.

이후 핵심 분류체계인 공공행정과 사회복지 분류체
계의 데이터 분야와 항목 데이터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
악하였다. 공공행정과 사회복지 분류체계의 데이터 분

4.2 표준ㆍ비표준 데이터 네트워크 분석

야와 항목 데이터 현황은 <표 3>과 같다. 이후 데이터

다음 단계로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도출한 키워드

분야와 항목 데이터의 관계를 2 모드 네트워크로 재구

의 네트워크 중심성 수치를 계산하였다. 구체적 수치는

성하였다. 이를 다시 표준 데이터와 비표준 데이터로 나

<표 2>와 같다. 키워드의 경우 연결 중심성, 고유벡터

누어 그룹핑을 진행한 후 기본적인 네트워크 지표를 계

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수치 대부분이 유사했

산한다면 같은 분류체계에 속한 데이터들의 유사성 및

고, 중심성 순위 상위 10개 키워드는 서비스, 통계, 시

관여도를 파악할 수 있다. 표준 데이터 네트워크의 데

설, 기관, 등록, 업체, 교육, 센터, 업소, 구역이었다. 흥미

이터 분야 기준 클러스터링 계수는 3.075이고, 비표준

로운 것은 키워드의 빈도수와 중심성수치가 상이하다

데이터 네트워크의 데이터 분야 기준 클러스터링 계수

는 점이다. 키워드의 빈도는 목록수의 양, 즉 공공데이

는 11이다. 이는 비표준 데이터 네트워크가 표준 데이터

터의 양이라고 볼 수 있다. ‘시설’, ‘센터’의 경우, 관련한

네크워크에 비해 더 집중적으로 군집화 되어있음을 의

공공데이터 목록수는 많지만, 다양한 분류체계 포함관

미한다. 이는 표준 데이터 네트워크가 다른 데이터 분

<표 2> 공공데이터 목록 키워드 중심성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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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Degree

출현빈도

키워드

Degree

출현빈도

키워드

Degree

출현빈도

서비스

1

411

구역

0.813

502

무인

0.563

315

통계

1

741

지정

0.75

359

관광

0.5

444

시설

0.938

1,313

도시

0.75

356

도서관

0.375

307

기관

0.938

415

마을

0.688

429

무료

0.375

465

등록

0.875

460

문화

0.688

521

주차장

0.313

311

업체

0.875

433

복지

0.688

370

공공시설

0.313

300

교육

0.875

324

기업

0.688

560

강좌

0.313

322

센터

0.813

755

가격

0.688

518

쓰레기

0.25

334

업소

0.813

534

공중

0.625

409

학습

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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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집한 표준ㆍ비표준 데이터
표준여부

표준

비표준

분류체계

데이터 분야

항목수

공공행정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발급정보, 공공시설개방정보, 마을기업,견인차량보
관소, 입찰공고, 계약정보, 낙찰정보, 종량제봉투가격, 생활쓰레기배출정보, 음식물
쓰레기납부증가격정보

283개

사회복지

무료급식소, 어린이집, 재활용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공공행정

인구 현황, 채용정보

사회복지

노인복지시설현황, 장례식장현황

769개

야간 공유되는 항목이 비표준 데이터 네트워크 대비

이상인구수(계), 19세이상인구수합계]는 동일한 의미

다수임을 의미한다. 즉, 같은 분류체계에 속할지라도 비

지만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표준 공공데이터의 경우 데이터들간 유사성 및 관여도

한 채용 정보 항목의 예에서도 [공고명, 공고제목, 채용

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고명, 제목], [근무지, 근무지역], [번호, 연번], [첨부
파일URL, 첨부파일, 첨부파일명] 등 의미는 같으나 명

4.3 표준ㆍ비표준 데이터셋 분석

칭이 다른 항목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3

다음 단계로, 데이터셋 분석을 위해 공공행정 분류체

년, 14년, 15년, 16년, 17년] 같이 일반화한 속성이 아니

계의 표준 및 비표준 데이터 분야를 각각 2개, 총 4개

라 구체화된 속성으로 나열하는 문제도 있다. [갈현제1

선정하여 항목을 나열하고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목

동_구성비, 갈현제1동_성비, 갈현제1동_인구수, 갈현제2

록 정보와 관련해 보다 깊은 분석을 위해 공공행정 비

동_구성비, 갈현제2동_성비, 갈현제2동_인구수…]와 같

표준 데이터의 목록명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 명칭과 데

이 기관이나 지역의 특수성을 항목에 반영하는 문제

이터 정의(내용, 범위)가 동일한 데이터 주제임에도 상

도 있다. 데이터 형식에서도 비표준 데이터 항목은 문

이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인구 현황이라는 동일한

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화번호의 경우, 하이픈 적용

데이터 분야에 대해 ‘인구데이터’, ‘행정리 인구데이터’,

여부에 따른 비일관성, 숫자의 경우, 수량명사 적용여

‘연도별 인구데이터’ 등 다양한 명칭을 등록하여 데이

부에 따른 비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비표준 데이터

터 개념이 불명확하며 기관별로 데이터 기준을 다르게

의 의미 중복과 구체화 속성, 특수성 반영 등의 문제

정의해 목록명의 불일치를 가져오고 있다. 표준 데이터

를 세분화하여 표준화 방향성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는 기본 정보로 개방범위(대상), 관련법령, 갱신주기, 개

을 알 수 있다.

방 기관을 명시하므로 데이터 정의의 일관성을 유지하

비표준 데이터 항목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데이터 명

고 있다. 즉, 비표준 데이터에서 데이터 명칭과 정의에

칭과 형식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는 데이터

있어 데이터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세우는 것이 선행되

항목의 분석을 통해서 발견한 데이터 비일관성 문제점

어야 한다.

을 명칭과 형식측면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비일관성 문

또한 핵심 분류체계의 비표준 데이터를 표준 데이터

제점은 표준화하는 경우 해결이 가능하다. 표준 데이터

와 비교했을 때, 의미 중복, 구체화 속성, 특수성 반영

는 제공 항목과 속성 정보를 지정하므로 항목 일관성

등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인구 현황 항목

을 유지 가능한데, 항목명, 설명, 표현 형식 및 단위, 예

에서의 예로, [19세이상(내국)계, 19세이상인구수, 19세

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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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비표준 데이터셋 항목 문제점
관점

문제점

문제 사례
- 의미 중복 : [19세이상(내국)계, 19세이상인구수, 19세이상인구수(계), 19세이상인구수합계],
[공고명, 공고제목, 채용공고명, 제목], [근무지, 근무지역] 등

명칭

데이터셋
개념불명확

- 구체화 속성 :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 특수성 반영 : [갈현제1동_구성비, 갈현제1동_성비, 갈현제1동_인구수, 갈현제2동_구성비,
갈현제2동_성비, 갈현제2동_인구수…] 등

형식

데이터셋
형식 비일관

- 전화번호의 경우 : 02-1234-5678, 0212345678
- 숫자정보의 경우 : 1234, 1234명

4.4 공공데이터 표준화 지침 분석

개방 표준’에서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

분석의 최종 단계로는 이러한 표준화의 문제점과 관

공데이터 표준화는 공공데이터 거버넌스에 일부분으

련해 현행 표준화 지침 분석을 시행하였다. 공공데이

로 포함이 되어 있다(행정안전부 2016). 데이터 분야

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표준 데이터는 관련 법률, 고시,

의 거버넌스가 조직의 데이터 관리기능을 효과적이

가이드(이하 표준화 지침)를 따르고 있다. 데이터 표준

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평가, 지시, 모니터링(EDM:

화의 구성요소는 절차(Process), 내용(Contents), 관리

Evaluation, Direction, and Monitoring)하는 체제

(Management)로 구분 가능하다(한국데이터진흥원

라는 점에서 본다면 공공데이터 표준 지침의 경우는

2013). 이러한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공

Direction는 있으나 Evalution과 Monitoring 내용이

공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분석하고, <표 5>와 같이 결과

결여되어 있다(조완섭 2014). 표준화 지침에는 표준화

를 정리하였다.

내용에 대한 지시는 있으나 표준화 성과를 평가하고 표

공공데이터법 23조와 관리지침의 ‘3장 공공데이터

준화 정책이 합당하게 시행되는지에 관한 내용은 없다.

<표 5> 공공데이터 표준화 지침 분석
표준구성

분석요소
거버넌스 도입

Process

공공데이터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거버넌스 요건 포함여부

△

표준화 절차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수집-데이터 표준 정의 – 표준확정 – 표준관리] 절차

Ⅹ

표준화 주체역할

등록 및 현행화, 표준 정책 수립, 표준 개발관리 등 주체 구분

○

표준화 주체별 절차

표준 주체별 표준화 역할에 대한 절차

△

표준화 구성
Contents

32

공통 개방 기준, 세부 표준 기준 정의

○

표준화 중점분야

표준화 집중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 여부

Ⅹ

표준화 선정기준

표준화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화 평가 기준

Ⅹ

마스터 데이터 관리
Management

표준화
지침반영

분석요소 설명

항목의 명칭, 정의, 형식, 규칙를 관리하는 체계

△

다수 채널 관리

다양한 데이터 등록 채널에 대한 처리 기준

△

관리 일관성

관리기관 제공기관의 MDM 등의 일관된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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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표준화 지침은 공공데이터 표준화에 따른 처

다양한 채널에 제공하는 데이터가 개방 표준과 겹치는

리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데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동일한 데이터를 여

이터 표준화 절차는 [요구사항 수집 - 데이터 표준 정의

러 채널에 등록관리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에 표준화

– 표준확정 – 표준관리]로 진행되며, 표준화 지침은 개

지침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관리 기준이 부재하다. 마지

방 표준을 위한 요구 수집, 표준 확정 기준 및 과정, 표

막으로 표준 데이터 Repository를 운영하는 기관은 일

준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 등 데이터 표준화 절차를 준

관된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MDM이 필요하며, 표준

용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한국데

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기준을 일관되게

이터진흥원 2013). 표준화 주체별 절차의 경우 정책 수

유지하기 위한 MDM이 권고 되어야 하지만 표준화 지

립과 표준 개발ㆍ관리 관련 수행 절차가 부재하다. 기관

침에는 마스터 데이터 관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내부적으로 정책 수립과 표준 개발ㆍ관리의 업무를
SOP(Standard of Principle)로서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거버닝 수준의 프로세스 제시는 필요하다.

5. 토의 및 시사점

데이터 표준화의 내용 측면은 표준화 구성, 중점 추
진 분야, 선정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표준화 구성은 표준

5.1 결과 토의

화를 이루는 기준 내용으로 표준화 지침에서 공통 개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목록 네트워크 분석, 표준ㆍ비

방 기준, 데이터 분야별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

표준 데이터 네트워크 분석, 표준ㆍ비표준 데이터셋 분

지만 그러한 표준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분류체계

석, 공공데이터 표준화 지침 분석을 진행해 총 4가지의

가 없고, 표준화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도 제시하지 못

분석을 수행하였다. 공공데이터 목록 네트워크 분석은

하고 있다. 어떤 분야를 표준화해야 효과적이고, 어떤

개념 수준의 분석으로, 목록을 텍스트 마이닝한 결과

기준으로 표준화를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로 키워드-분류체계 관계를 구성한 후 중심성 계수를

내용이 필요하다.

활용하여 핵심적인 데이터 분류체계와 키워드를 분석

데이터 표준화 관리 측면에서는 표준화 항목을 관리

하였다. 핵심적인 분류체계는 공공행정, 사회복지, 국토

한다는 점에서 마스터 데이터 관리와 같은 개념이 필

관리, 문화관광, 산업고용순이고, 핵심적인 데이터 주제

요하다(손혜인·남영준 2017). 현재 표준화 지침은 항목

키워드는 서비스, 통계, 시설, 기관, 등록, 업체, 교육, 센

의 명칭, 정의, 형식 등의 규칙을 개방 표준으로 제시하

터, 업소 순이다. 이 순서를 차용하여 표준화를 할 공공

고, 개방 표준에 맞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검증하는 시

데이터의 우선적 선정이 가능하다.

스템(gooddata.go.kr)을 제공하여 마스터 데이터 관리

표준ㆍ비표준 데이터 네트워크 분석은 핵심 분류체계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데이터 및 정

인 공공행정, 사회복지 분류체계를 대상으로 표준ㆍ비

부행정기관과 연계한 전사적 MDM류의 형태라고 보

표준 데이터에서 데이터분야-항목 관계를 구성하여 진

기는 어렵다. 또한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련 표준 데이

행하였다. 이 네트워크를 가시화하고, 클러스터링 계수

터 분야의 정보제공을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데이

를 활용하여 군집화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이로서 데이

터 포털에 데이터를 입력할 뿐만아니라, 경우에 따라 국

터 분야 간 공유되는 항목을 통하여 데이터 통합관점

가통계포털KOSIS, 지방행정데이터개방, 기관자체 데이

에서 비표준 데이터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표준 네트

터포털 등 다양한 채널에 데이터를 제공해야한다. 이때

워크는 비표준 네트워크에 비해 분산된 클러스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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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항목은 적었으나 공유되는 항목은 다수로 데이터

다. 표준화 거버넌스의 미흡, 표준화 절차화에 부족함,

통합적 관점에서 유리하다. 표준화 방향성에 있어서 같

Master Data 관리방식의 부재 및 시스템화의 필요성,

은 분류체계에 속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데이터들간

다양한 공공데이터 등록 채널에 대한 방안이 미흡함을

의 유사성과 관여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제시하였다.

있었다.
표준ㆍ비표준 데이터셋 분석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분

5.2 표준화 제안사항

류체계인 공공행정을 대상으로, 공공행정의 목록을 표

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그림 3>과 같이 표준화에

준과 비표준으로 분류하고, 대표적인 데이터 분야를 선

대한 개선을 제안한다. 개선은 표준화를 중심으로 제

정하여 항목을 수집해 분석하였다. 핵심 분류체계를 표

안하였으며, 비표준화 측면 방안을 추가하였다. 개선

준ㆍ비표준으로 분류한 결과 비표준화 목록이 60%이

안은 표준화 측면을 내용(Contents), 절차(Process),

상으로 다수였다. 데이터 분야를 선정하고, 세부 목록

관리(Management)로 세부 구분하였다. 표준 내용

명과 항목을 분석해보면 비표준화 목록이 명칭, 정의,

(Contents) 측면은 표준화 내용과 표준화 대상의 집중

형식 측면에서 발생된 문제로 인해 데이터 일관성이 부

화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였다. 공공데이터 목록의 네

족하였다. 표준화 방향성 관점에서 본다면 의미 중복

트워크 분석 결과인 핵심적인 분류체계와 핵심 데이터

의 문제를 세분화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키워드를 표준화 진행시에 중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표준화 지침 분석에서는 관련 법령, 고시,

표준ㆍ비표준 데이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다수의 목

가이드를 데이터 표준화 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록을 가진 데이터 분야가 표준화 경향이 높고 활용성

<그림 3> 공공데이터 표준화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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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표준화 진행

5.3 연구 시사점

시 목록수가 많은 데이터 분야를 우선으로 진행할 수

본 연구가 지닌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있다. 그리고 표준화 지침 분석을 통해, 표준 데이터 선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

정을 위한 평가 기준 체계 부재를 확인하였으므로 효

석기법 등을 도입해 표준화 방향성을 실증적으로 연구

과적인 표준화를 위해 표준 대상 선정 기준과 효율적인

했다. 공공데이터 분야 선행연구는 대부분 정책적인 방

평가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향제시, 거시적 분석, 데이터 측면에서의 분류, 비실증

표준 절차(Process) 측면에서는 데이터 통합 시 표

적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준 데이터가 유리하지만, 비표준 데이터 비율이 상대

의 실증적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여러 분석방법(텍스

적으로 높았으므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표

트마이닝, 네트워크 분석, 단어빈도분석, 데이터셋 비교

준화 추진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표준화 거버넌스가

분석 등)을 공공데이터 분야 연구에 적용하였다. 둘째,

Direction 위주이므로 Evaluation과 Monitoring 측

두 단계 분석(공공데이터 목록 분석 후 핵심분류체계

면에서의 거버넌스 보완을 제안한다. 또한 공공데이

의 데이터 항목 수준의 분석 수행)의 연결을 통해, 분석

터 표준화를 절차화하지 못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내

의 범위를 넓힌 후 구체화된 연구 분석을 수행했다. 실

용 중심으로 주체별 업무 절차가 정의되어 있어, 정

증적 선행연구에 비해 공공데이터 전체 개방 목록을 대

책 수립과 표준 개발ㆍ관리 업무에서도 거버닝 수준

상으로 하여 분석의 범위를 확대했다. 넓은 범위에서

의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체계화해야 한다. 표준 관

좁은 범위로 줄여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데이터

리(Management) 측면에서는 Master Data 관리가

목록 분석을 통한 거시적 분석을 수행하고, 데이터 항

미흡하고 관련 시스템화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데이

목 수준을 통한 미시적 분석 수행하였다. 이러한 단계

터 일관성을 위한 Master data 관리 방식의 도입과

적 분석으로 문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줄여서 세밀한

MDM과 같은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다수의

분석을 가능케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분석에

공공데이터 등록 채널(공공데이터 포털, 국가통계포털

시스템 엔지니어링기반의 시스템적 사고 방식을 적용하

KOSIS, 지방행정데이터개방, 기관자체 데이터포털 등)

여, 해당 접근 방식의 학문적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

의 대응 방안이 미흡하므로, 등록기관의 채널을 일원

에서 시사점이 있다. 공공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과 장

화하거나 연계API 제공을 통하여 채널을 단순화시켜

점을 제시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비표준화 문제점을 개

야 한다.

념 수준 분석과 항목 수준 분석으로 구체화하였다. 네

<그림 3>에서 제시한 제안사항은 활용적 관점을 가

트워크 분석과 데이터셋분석으로 문제를 분해, 구체적

지고 있는 공공빅데이터 위원회 위원, 정책적 관점을

으로 도출하고, 표준화 및 표준화 개선방안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개방 표준 정책수립 주체인 정보화진흥원

제시하였다. 공공데이터 분야 연구에 시스템적 사고방

연구원, 제공자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분야 공공

식과 데이터 분석적 사고방식의 적용을 하였다는 점에

기관 공공데이터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성적 검

서 더욱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검증을 수행하면서 인터뷰어로

이용하였다.

받은 추가 정보를 제안사항 보완함으로써 의견을 반영
하였다.

본 연구가 지닌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표준화 공공데이터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제시함으
로써, 공공데이터 실태를 자각시키고, 표준화 및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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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을 위한 개선을 촉구시켰다. 데이터 항목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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