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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사회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었고, 다변화되는 도시에서는 정보의 
생성, 수집,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공간이 등장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스마트기기의 확산과 초연결사회로 불
리우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보편화된 모바일 기기 사용 및 SNS 이용 확
산에 따라 빅 데이터에 대한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초기에는 데이터의 플랫폼 구성에 연구개발이 집중되었으나 최
근에는 공간지능화 서비스 구현을 위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방안에 대한 여러 분야의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성 측면에서 전문가보다는 일반인의 사용성 증대를 위한 시각화 과정에 집
중하고자 기존의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개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여 그 활용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로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데이터의 분석 및 응용은 현재 종이문서의 이용을 감소시
키고, 지능형 공간에서 공공정보서비스에 대한 개개인의 요구 및 행동에 맞추어 빠르고 신속한 대응할 수 있는 어플
리케이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공공데이터, 공간지능화서비스, 데이터분석, 시각화방법, 맞춤형 서비스

Abstract In current society, the digital era that makes enormous amount of data, and the diversified city, the 
smart space,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creating, collecting and representing data, is appeared. After 2012, in 
the social media environment called hyper-connected society with wide-spread smart phone, people started to 
get interested in public data and big data by generalized mobile device and SNS. At first, development of 
forming platform of data was focused, but now, many different idea from diverse area have been suggested 
about data analysis and usage to visualize the space intellectualization service. To focus on the visualization 
process to increase the usage of this public data for ordinary people more than specialized people, this research 
grasps the present condition of open data and public data service from the current public data portal and 
considers the applicability of them. As the result of research, the analysis and application of data to ordinary 
people decrease the use of paper documents, and this research will help to develop the application which is 
fast and accurate about individual behavior and demand to utilize public data service in intellectu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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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3년 이후 빅 데이터 이슈는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공공분문에서 그 활용을 한 다각 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

하는 ‘오 데이터(Open Data)'정책이  세계 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공공기 의 포털사

이트를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업무

효율화, 새로운 서비스 콘텐츠의 발굴, 의사결정의 최

화 환경 제공을 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도시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요한 공공자원이다.

공간지능화를 한 공간정보서비스의 세계  흐름은 

분야 간, 서비스 간 융복합화를 통하여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특히 소셜 미디어와 결합하여 1차

인 서비스 외에 사용자들의 가치가 포함된 부가  정보

를 더하고 있는 추세이다[1].

한 학계뿐 만 아니라 산업계 분야에서도 공간정보

서비스의 범 가 실외에 국한되어 제공되었던 것이 최근 

실내외 연계 내비게이션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데[2], 

실내외 치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멀티모달(Multi- 

modal)' 서비스의 치기반 랫폼에 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랫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범 도 넓어지고 데이터 사용 분야도 

다양해졌으며, 스마트폰의 폭발 인 확산 여 로 정보시

스템이 일상의 모든 환경에 용되는 ’IT everywhere' 

시 에 진입하 다[3]. 그러나 아직은 데이터의 활용 측

면에서 이를 실생활에 용하기 한 실용화 방안에 

한 구체 인 연구나 지침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 은 기존에 제공되는 공공데

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락된 데이터 셋의 분야나 기존

에 구성된 데이터 셋을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어

떻게 활용하는지를 제안하는 것이다. 궁극 으로 근 미

래의 도시생활지원을 한 공간지능화서비스 구축과정

에서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사용목 에 맞도록 맞춤형 서

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 이다.

2. 도시의 공간지능화

2.1 공간지능화의 개념

21세기의 지능화된 공간은 물질  삶의 도구에서 진

화하여 정신  삶의 가치를 요시하는 환경으로 바 게 

될 것이며, 공간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 생활의 많

은 공간들이 과거와는 달리 사용자 심  사고를 바탕

으로 한 상호작용  경험(Interactive Experience)에 

을 두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부터 이른바 “ 한 집

(Smart House)"에 한 꿈을 꿔왔으며, 우리 주변의 일

상 사물들을 체해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될

지도 모르는 ”환경 지능(Ambient Intelligent)"이 그 자리

를 차지할지도 모른다[4]. 이러한 발 은 개인, 사업체, 

사회에까지 확장되는 한편, 기존의 서구 선진국에만 한

정되지는 않을 것이며, 여러 역에 걸쳐 용될 수 있는 

모델, 시스템, 서비스  등을 구축해 공간지능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Fig. 1] Future Vision of Microsoft

여기서 공간지능화란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해 공간 

내의 사물과 상을 악하고, 네트워크된 컴퓨터와 로

이 이들 정보를 지 으로 이용함으로써 공간이 인간에

게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것을 말한다

[5]. 건축 인 물리  공간 내에 유무선 자정보통신 

시스템 즉, 자  가상공간의 유기  융합을 통하여 유

비쿼터스 공간(Ubiquitous Space)이 실 되고, 이러한 공

간은 사물과 사물이 정보를 공유하며, 사람과 사물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지능  공간이다[6].

2.2 디지털 컨버전스

국·내외 1990년  이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정보통

신 기술의 발 과 소비자 욕구의 증가로 정보가 (IA: 

Information Application)이 두되었고 최근 유무선 활

용이 가능한 인터넷 정보가  는 가구, 공간에까지 확

되는 추세이다[7].

디지털 컨버 스(Digital Convergence)란 정보통신기

술(ICT)을 기반으로 단  기술의 융합 는 수렴을 통해 



An Analysis of the Public Data for Making the Ambient Intelligent Serv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15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각종 기술과 서비스가 하나로 융합되는 사회 상으로 방

송이 디지털화되고 통신이 고속, 용량화되면서 그동안 

개별 으로 서비스되어 오던 화, 냉장고 등의 가 제

품이 인터넷, 방송과 하나로 융합되고 나아가 무선과 통

합되는 상을 의미한다[8].

이러한 융합 환경 구 을 해서는 콘텐츠,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3  요소가 필요하며 디지털 컨버 스 기술 

황과 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 첫째, 사용자와 

디바이스 간 상호작용은 키보드 입력에서 그래픽 기반의 

GUI로, 나아가 멀티터치, 햅틱, 3D 모션인식 등 신체를 

활용하는 NUI(Natural User Interface)로 진화하고 있다. 

둘째, 향상된 컴퓨  워와 무선 네트워크의 결합으로 

치, 상, 소리 등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지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셋째, 실과 디

지털 정보의 실시간 결합을 통해 증강 실(AR), 치기

반 SNS 등 상황인지 서비스가 스마트 기기 확산과 함께 

실화되고 있다. 넷째,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콘텐츠 유통  소비 심축이 되고 있으며, 검색엔진과 

결합해 차세  온라인 검색의 게이트웨이, 사용자와의 

을 제공할 고 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

섯째,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 등장과 커버리지  안정성 

증가, 통신모듈 가격 하락, 센서 기술 확   가격 경쟁

력 확보로 감시, 검침, 제어, 공지, 추 , 결제 등 다양한 

역에서 서비스가 확산된다. 여섯째, 스마트 기술과 그

린 기술이 융합되어 다양한 공간과 공간을 유하는 시

설에 폭넓게 용하여 도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

하는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컨버 스 상은 아래의 [Fig. 2]의 

사례[10,11]과 같이 디지털가  뿐만 아니라 도심의 다양

한 시설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즉,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컴퓨터, 가 , 통신 등의 여러 기기와 기반 기술이 서로 

유기 으로 통합되는 상으로 아날로그 인 매체와 무

형의 디지털이 융합되는 하이 리드(Hybrid) 개념이다. 

한 스마트 가 의 경우  물리  공간과 연계되어 공간

지능화를 가속화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내의 여러 분야 시설에서도 도시생활에 필요한 

방 한 양의 데이터가 제공되어 행동양식을 제어하고 있

다.

(a)Galaxy Gear 

(Samsung 

Electronic) 

(b) Media Poll

(Seoul 

Gangnam-station)

(c) Smart Bus 

Stop

(Incheon)

[Fig. 2] The smart equipment or facilities using 
the public data

2.2 공간지능화서비스

국·내외 공간 지능화 기술은 우리의 습 , 선호도, 행

동 등을 악하여 공간 사용자에게 한 서비스를 제

공해  것이며, 주변 환경 속으로 통합되어 들어가 정보, 

의사소통, 서비스, 오락 기능 등을 제공해 다. 지능화된 

공간은 각 상황의 맥락을 분별 할 수 있고 인격화되어 기

능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기 되는 바램, 욕구, 행동 

등에 응하여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4]

지능형 공간은 기본 으로 사물의 지능화를 기반으로 

하며, 실의 상황을 있는 그 로 구 하는 ‘정 한 상황

인지’ 서비스가 표 인 기능이다. 공간의 지능화는 2가

지 방식으로 ‘지능(Intelligence)'을 보여주게 될 것인데, 

첫 번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회  특징을 통해서이

고, 두 번째는 시스템이 사용자  환경에 응하는 정도

를 통해서이다. 여기서 지능형 시스템은  사용자의 직 , 

버릇, 맥락 등에 따르는 정도에 따라 사용되는 데이터를 

결정되고 시스템의 응도는 얼마나 시스템이 사용자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맥락을 이해하고 배우는지에 달려 

있다. 사용자의 의사소통 양식(언어, 수기, 몸짓 등)의 사

용과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는 시스템의 능력

(Personalized)은 새로운 기기, 공간  서비스를 개발하

는데 요한 역할을 하며, 시스템의 응 능력은 사용자

의 상태를 감지하여 거기에 따라 반응하도록 할 수 있어

야 한다. 아래 <Table 1>은 MIT SENSEable City 

Lab[12]에서 최근 연구 개발된 공간지능화서비스 사례인

데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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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service Content

“One country two lungs"(2014)

For visitors in Hong Kong and Shim 

Cheon, providing the real-time data 

about air pollution 

“Sky call"(2013)

Guiding a place that a person has never 

been with recalling guide robot with 

smart phone

“Eye stop"(2009)

Providing the real time traffic data to 

users in the smart bus stop

<Table 1> The case of the spatial Intelligent service

3. 공공데이터

3.1 공공데이터의 개념

공공데이터란 공공기 이 자 으로 생성 는 취득

하여 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자화된 

일로[13] 정부나 공공기 이 생산, 보유, 리해온 행정

경제, 인구, 의료, 기상, 교통, 복지 등의 모든 데이터를 의

미하며, 공공기 이 직  생산한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 

탁 생산  기증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도 포함한다.

서울시 열린데이터 장(http://data.seoul.go.kr)의 경

우  시민들이 공공데이터의 존재여부  소재정보를 확

인할 수 있는 안내, 검색을 통해 원천데이터의 다운로드

가 가능하고, 직 으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 한 OpenAPI를 제공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어

리 이션을 만들 수 있는 개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의 경우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국민 구나 편리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OpenAPI 자동화 툴을 활용하여 편리한 웹기반의 UI를 

제공하고 시간/비용 감은 물론 신규 API 추가수정 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정부 

 민간기 에서 일반인을 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이 과거 ‘하드웨어’ 심에서 

재 ‘소 트웨어’ 심의 어 리 이션이 주를 이루었다

면 미래에는 ‘ 모든 서비스의 재료가 되는 ’데이터‘ 분석 

심의 산업으로 변화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14].

3.2 공공데이터의 공개

국내의 공공데이터 공개는 공개, 공유, 소통, 력의 

가치를 정부운 의 핵심가치로 여기는 ‘정부 3.0’이라는 

정책변화에서 시작되었으며, 공개의 목 은 투명성, 실효

성, 효용성 등을 충족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한다[15]는 측

면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기존에 공개된 공고데이터는 

통계나 문서 주로 가치가 제한 이었으나 최근 오 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개방범 를 폭 확 하여 민간의 활

용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16]. 한 공공데이터의 공개

정책은 세계 여러 도시의 공간지능화를 한 다양한 서

비스 제공에 있어서 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재 

치기반 기술과 함께 생활과 한 정보를 결합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매쉬업(Mash-up)'서비

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주요 

심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범  내에서 발생 가

능한 사건, 행사, 각종 혜택, 생활지원 정보, 피해 정도 등

이라는 을 고려해보았을 때 문가가 아닌 불특정다수

의 일반인이 인지하고 가공하여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다.

3.3 공간지능화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공공데

이터

공간에 한 정보는 사람이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근본 인 정보로 공간정보서비스[17]

란 공간에 한 정보를 생산, 리, 유통하거나 다른 산업

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간지능화 구 을 한 필수요소인 공간정보서비스

는 커뮤니 이션부문, 산업부문, 공공부문에서 매우 효과

이며, 최근 확산된 스마트 기기와 결합하여 언제 어디

서든 ‘즉시이용’이 가능함으로써 삶의 가치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1]. 공간정보의 원활하고 즉시  서비스

가 가능하기 해서는 기 구축된 공공데이터 활용이 필

수 이며, GIS(지리정보시스템), LBS( 치기반기술), S

NS, 증강 실 등의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사

용성, 실시간성, 다양성, 정 성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

앞으로 미래 스마트사회에서의 공간정보는 단순히 공

간지능화를 한 콘텐츠 역을 넘어서 상황정보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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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를 확장하고, 인간이 아닌 지능사물이 공간정보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재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특정분야에 치 해 

있으며, 데이터 제공 시 데이터의 형식도 일반인이 인식

하기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한 공간지능화에 다가가

기 하여 필요한 데이터 셋의 구성과 분야별 제공 유무

가 무 특정 분야에 치 되어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과정을 통하여 분석된 결과를 토

로 공간의 맥락 이해, 공공데이터의 속성 악, 사용자 정

의를 통하여 정보사용자의 행태패턴을 반 하고, 이를 

모두 고려한 지능화 서비스 제공을 하여 사용자 시나

리오가 작성되어져야 한다.

Characteristic Content

Context of space

Understanding context of each   

space (residential, office, commercial, 

industry, education)

Type of data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data for a purpose of use

Definition for user
Understanding circulation of users 

in each space

Intellectualization 

service

Need of making scenario according 

to the context of sensor, device, 

H/W, S/W

<Table 2> Characteristics of public data for 
intellectualization service 

4. 사례조사

4.1 대상범위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상으로 재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황을 악해보

고자 한다. 국가행정기 , 자치행정기  등 각 기 별 공

공데이터, 공공질서  안 , 교육, 문화체육 , 수송 

 교통 등 16개 분야의 총 7,000 여개의 데이터를 상

으로 데이터의 종류, 형태, 형식 등을 악해 보고자 한

다.

1)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시스템, 혹은 디바이스의 어플리케이
션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사람, 장소, 사물, 개체, 시간 등 상
황(Situation)의 특징을 규정하는 정보

4.2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 틀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를 상으로 공

공데이터의 활용 추이는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기

은 공공데이터의 종류, 활용특성, 서비스 유형, 이용허락

범  등이며 활용사례 고찰을 통하여 어떤 형식의 데이

터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분석의 

목 은 첫째, 기 제공되는 데이터 셋의 분류  데이터의 

종류를 살펴보고 도시생활에 필요한 공개데이터 분야  

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기 제공된 활용

특성을 통하여 복여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분야, 데

이터의 사용목 에 맞게 서비스에 용 가능한지 등을 

악한다. 셋째,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는 데이터 셋의 

형식, 즉 시각화 방식을 악하여 일반 시민이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제공된 데이터를 사용하기 편리

한지를 살펴본다.

[Fig. 3] Case analysis framework and purpose 
of application

4.3 조사내용

4.3.1 일반적 특성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자연재해, 안보, 치안, 의료분야는 물론 우리의 일

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스마트한 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이로 

인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인 정책 방향 설정은 물론 미래를 비하

는 선제  국정운  지원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 해 

볼 수 있다.

공간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데이

터의 사용빈도, 업데이트주기, 서비스로서의 활용도 등을 

기 으로 하여 그 유용성을 단해 볼 수 있는데, 본 연

구를 통한 공개 공공데이터의 일반 인 특성은 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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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있어서 아직은 일반 시민이 사용하기에 어려운 

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4.3.2 공공데이터의 종류

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는 크게 공

공질서  안 , 과학기술, 교육, 국방, 농림해양수산, 문

화체육 , 보건, 사회복지, 산업/ 소기업, 수송  교

통, 일반공공행정, 지역개발, 통신, 통일/외교, 환경보호, 

국회 등 1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 Data types that are opened in the public 
data portal

4.3.3 공공데이터의 활용특성

공공데이터포털[18]의 경우 수송/물류 분야에 가장 많

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행/  분야에의 

데이터 활용도가 가장 높은데, 지정보와 지도서비스

와 연계하고 있다. 그 밖에 데이터 활용도가 높은 분야는 

공공정책인데, 각 정부기 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공업

무를 해 데이터의 활용이 주를 이루며, 정책홍보나 의

견수렴을 한 용도이다. 다음으로는 기상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치기반의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데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작황과 련

된 날씨정보나 날씨 보 련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통계분야의 경우 련 데이터의 추이를 주로 그래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맥킨지(McKinsey)의 연구보고서(2011)[19]에서는 공

공데이터를 제 로 활용할 경우 가장 효과를 얻을 수 있

는 분야로 5개의 분야를 꼽고 있는데, 첫째, 의료산업의 

경우 제약사 연구개발 데이터, 환자 치료/임상 데이터, 의

료산업의 비용 데이터 등 이다. 둘째로는 공공행정 분야

인데 정부의 행정업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이며, 셋째, 

소매업의 경우 고객의 거래 데이터, 구매경향에 한 데

이터이다. 넷째로는 제조업 분야인데 고객의 취향 데이

터, 수요 측 데이터, 제조과정 데이터, 센서 활용데이터

이다. 마지막으로 개인 치 데이터인데, 개인이나 차량

의 치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분야로 꼽고 있다.

4.3.4 공공데이터의 서비스 유형 및 이용허락범위

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5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순번에 따른 표형식의 그리드나 시트, 엑셀이나 한 형

식의 일 다운로드, 데이터 보유 기 의 제공 데이터 U

RL 제공 는 링크, LOD 연계 URL 제공, 순번에 따른 

차트 형식의 데이터 제공, 지도형식의 맵제공, SOAP. RE

ST, RSS/ATOM 방식의 구조화된 언어로 OpenAPI를 

제공하고 있다. 

OpenAPI의 경우 회원가입, 개발개정의 신청, 승인심

의, 서비스키 발 , 운 계정 신청, 운 계정심의 과정을 

통하여 데이터 셋을 활용할 수 있다.

이용허락범 의 경우 [상업 이용허용+컨텐츠변경허

용]. [상업 이용허용+컨텐츠변경불가]. [상업 이용허용

+동일설정 용시 허용], [상업 이용불가+컨텐츠변경허

용]. [상업 이용불가+컨텐츠변경불가], [상업 이용불가

+동일설정 용시 허용]과 같이 사용범 를 정하고 있다. 

주로 상업 인 이용에 한 허락 유무, 컨텐츠 변경에 

한 허용 유무, 동일설정 용 시 허용 유무를 제한하고 있다.

4.3.5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례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신청건

수는 2013년 기  월간 총 14,000여건에 해당하며, 공공

데이터 활용건수는 월간 약 160,000,000 건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실생

활에 필요성 고려  복개발, 정보서비스 측면에서 시

각화 부분 등 해결해야할 문제 을 악해 볼 수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OpenAPI와 공공데이

터를 활용하여 개발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정책, 

통계, 법률, 정치, 국토 리, 환경, 기상, 재해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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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Service outline Characteristic

Transporta-t

ion

-Service: Seoul Bus Information

-Type: transportation/supply

-Arrival time of Seoul and Gyeonggi Bus and navigation system 

with finding route

-Providing the real time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location(bus 

stop) of the certain bus, the time of last bus and low-floor bus

-Specific function: Finding my house, arrival time, setting favorite 

bus, setting favorite bus stop

-Website(Android)

Welfare

-Service: Seoul Disabled Independent-life 

Info-app

-Type: Welfare/Handicapped Welfare

-The mobile application that helps handicapped people to live 

without any physical help in Seoul

-Guidance of civil complaint about issue in handicapped people in 

Seoul city 

-Providing data, emergency call and emergency texting

-Providing handicapped parking lot, toilet, ramps, elevator, contact 

information about related facility 

Statistic

- Service: News Jelly

- Type: Statistic > Statistic by topic

-Through infor-graphic, charts and fresh story, providing 

interesting news based on analysis of big data.

-Through the analysis of public data, social data, using updated 

topic news and info-graphic, satisfying customers with 

interesting visual news, without unnecessary advertisements.

-Website

Disaster

prevention

-Service: Seoul Safety Keeper

-Type: Disaster Prevention/Safety > 

Disaster Prevention

-Minimizing the secondary damage and protecting people and 

property by providing disaster and accident data

-Fire/rescue/traffic, weather alert/water level, real time disaster 

data, emergency contact, citizenship behavior tips, shelter 

information, report

-Website(Android, IOS)

Travel

-Service: Seoul Round

-Type: Travel/sightseeing > Domestic Travel

-Providing travel course of Seoul by area and animal mission game 

to make the trip fun

-Travel course in Seoul and recommended course by GPS 

-Website

Medical

-Service: Hi-doc

-Type: Medical>Health Care

-The mobile health care service that promotes people’s health and 

expand of the choice of the healthcare using smart phone 

-Providing 18 different health data about the place I am in, weather 

stress index, 70 categories of self-check system,   locating doctor 

by GPS, and other health data

-Website(Android, IOS)

<Table 3> Cases of Public Open Data

치안, 출입국행정, 인권, 재정, 융, 교육, 과학, 농축수산, 

생물  산림자원, 여행/ , 역사, 문화/ 술, 체육, 식

품/의약품, 보건의료, 복지, 보훈, 고용/노동, 산업, 수송/

물류, 방송통신, 외교/국제 계, 통상/교역, 남북 계, 국

방 등의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사례의 시는 다

음의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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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결과종합

기존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정보특성, 개방, 정부정

책의 측면에서 볼 때 아래와 같은 특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제공되는 데이터의 균질성 측면에서 데이

터의 포맷, 질  수 이 일정하지 않을 경향을 볼 수 있

다. 둘째, 데이터의 주제나 분류 측면에서 봤을 때, 공간

정보와 치정보( 는 지도)와의 매핑(mapping)과정에

서 아직은 공 자 주의 정부조직체계별로 제공되는 것

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류 자체에서 데이터가 

복되거나 락되어 검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셋째,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데이터를 활용하

기 편리한 형태로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이해를 

돕기 한 베이스 맵( 치정보가 기술된 지도 형태의 바

탕화면)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매쉬업을 활용한 

데이터의 응용부분에 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넷째, 일반 시민을 해 데이터를 공개한

다고는 하지만 사용자 수 이나 문성을 고려하지 않아 

최종 사용자인 일반인이 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

록 사용 랫폼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데이터

의 일부는 목록에만 있고 실제로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아직은 실제로 개방되지 않고 개방 정 인 상황

이다. 여섯째, 단순한 데이터의 다운로드 서비스에만 그

치고 있어서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성(특히 데

이터 포맷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일곱째, 사

용자 환경 측면에서 모바일 애 리 이션(App)이나 PC

환경의 웹사이트에서 어떤 서비스를  것인지에 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이라는 이슈에서 결

국 데이터를 제공해  것인지 아님 일반 시민에게 유용

한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한 고민이 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빅 데이터 시 의 도래는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에 언제든 근할 수 있는 환경, 스마트폰 등과 같

은 개인용 디지털기기의 빠른 확산과 보 , 블로그, 트

터, 카톡, 밴드 등 SNS와 같은 인터넷 정보유통 매체의 

발달 등이 개개인 정보생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이용환경의 진 인 발 은 사용 데이터의 폭발

인 증가로 이어지고 이 게 폭증하는 데이터, 즉 ‘빅 데

이터(Big Data)'의 활용은 로벌 경제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 하에 연구의 결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되는 공개 데이터의 의미는 기 구축된 데이터의 활

용성을 높이고, 실제로 문가보다는 일반인이 도시생활

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다양한 스마트 서

비스를 구축하기 한 것이다. 특히 데이터 시각화부분

에서 데이터를 보다 쉽게 분석하고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를 효과 으로 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하는 부분

으로 매우 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공공데이터가 활성화되기 해서는 첫째, 민

공동으로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데이

터에 한 인식을 재고하고, 둘째, 개인정보유출  정보 

오남용에 한 보안장치를 강화한 서비스모델을 구축하

여 피해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문가보

다는 일반인의 도시생활지원을 한 실질 인 실용화방

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재 제공된 공공데이터의 

분류를 보다 체계화하고 공간지능화 서비스 구축을 한 

데이터 추출 기 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개데이터의 내용을 쉽게 인지하

기 한 시각화 방법을 모색하고 사용성을 극 화를 

해 ‘데이터 가시화 솔루션’에 한 연구가 극 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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