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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본 고에서는 국내외 공공정보 오픈플랫폼 사례를 크게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
하는 정부주도형 오픈 플랫폼과 특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나누
었음.
- 대표적인 정부주도형 오픈 플랫폼으로는 미연방정부의 Data.gov, 영국과
한국의 공공데이터 포털,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이 있으며, 특화콘텐츠
기반의 오픈플랫폼으로는 분석정보 기반의 JST(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의 J-Global foresight, 특허정보 기반의 KIPRISPlus, 공간정보 기반의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이 대표적임.
- Data.gov, Data.go.uk, Data.go.kr은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라 일반 시민
이 공공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카탈로그, 개발자를 위한 도구지원, 개발 필요업
체와 연계, 메타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셋 변환을
제공하고 있음.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
스 창출 기회 제공 및 IT 콘텐츠 산업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Datasets 및 API 카탈로그 서비스, 활용증대를 위한 다양한 포맷과 방
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술한 포털보다 활용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JST는 J-Global foresight를 통해 연구기획자를 대상으로 JST의 서지데
이터와 다른 DB와의 연계 융합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석자
료 제공을 위하여 외부와 연계하고 있음.
- KIPRISPlus는 특허행정 상에서 생산되는 진행/중간서류 등의 모든 정보
를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여 서드파티의 유인력을 높이고 있음.
- 공간정보유통시스템은 국가공간정보를 본격적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지도 제공 및 활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국내외 공공정보 오픈플랫폼은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해 다양한 이용자들의
창조적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오픈플랫폼의 정책을 명시화
하고, 플랫폼 참여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 외부의 정보
를 제공하여 민간에서의 활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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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그것을 특성에 따라 3가지
형태의 활용 모델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사례별 특징을 제시하였음.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데이터 종합형, 비즈니스 개
선형, 비즈니스 창출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각각의 활용 사례는 서비스 개요, 활용된 공공데이터, 주요서비스 특징
등의 조사를 통해 각각의 활용 모델에 해당하는 사례를 분석하였음.
<공공데이터 활용 모델>
단계

활용모델

내용

1단계

데이터 종합형

여러 종류의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종합하여 서비스 하는 형태

2단계

비즈니스 개선형

기존 수익모델 등 업무 영역에 공공데이터를 반영하여 수익성
및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형태

3단계

비즈니스 창출형

공공데이터를 분석하고 재가공 하여 얻은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
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형태

- 데이터 종합형 : 여러 종류의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종합하여 서비스하
는 형태로 공공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시각화 기능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미세먼지 위젯&
예보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대기오염정보 활용

Where Does My
Money Go?

- 영국 정부의 세입, 세출 정보를 활용
- OKF가 운영하는 정부의 투명성 감시서비스

가리루(カーリル)

- 일본 내 6,000여개 도서관의 소장정보 및 도서대출 현황 정보 활용
- 일본 도서관 위치정보 및 소장도서 서비스 제공

- 미세먼지 정보, 통합대기지수 등의 정보를 위젯 형태로 제공

[미세먼지 위젯&예보]

[영국 정부투명성
감시서비스(Where Does My
Money Go?)]

[일본 도서관
소장정보서비스(カーリル)]

- 비즈니스 개선형 : 기업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업무를 효율화 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강화하는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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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플래닛에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기상관측망 서비스에 대기오염
공공정보를 결합한 서비스

웨더플래닛
(Weather Planet)

- 날씨정보, 기상 특보, 단기/중기 기상 예보 등의 정보 제공
- 전국의 주요캠핑장 정보제공 서비스에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관광
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 기능 강화
- 캠핑장 주변의 여행 및 축제정보 제공

캠핑원
Camping1)

- 호주 남부 목초지대의 위성 영상데이터와 기상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목초지 분포와 기후 변화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
-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가 개발한 서비스로 농축산업 분야

호주 목초지
정보제공서비스(Past
ures from Space)

에서 의사결정을 돕고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웨더플래닛(Weather Planet)]

[캠핑원(Camping1)]

[호주 목초지
정보제공서비스(Pastures from
Space)]

- 비즈니스 창출형 : 공공데이터를 분석하고 재가공하여 얻은 결과를 활용
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형태로 예측 및 추천서비스 등을 제
공하는 경우가 많음.

모두의 주차장
미국 병원
추천서비스
(iTriage)
종합 날씨
보험서비스(Total
Weather Insurance)

- 공영주차장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주차장 정보제공서비스
- (주)모두컴퍼니에서 개발하였고 2014년 오픈됨.
- 미국의 병원, 질병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병원 추천서비스
- iTriage LLC에서 개발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국내 질병경
향을 분석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미국의 실시간 기상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농작물 보험서비스
- 미국 (주)Climate에서 개발하였고,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책정
한 인터넷 보험서비스임.

[모두의 주차장]

[미국 병원 추천서비스
(iTriage)]

[종합 날씨 보험서비스(Total
Weather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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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오픈데이터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업무를 효율화 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를 발굴 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자원이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공공데이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 보유,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
하는데, 오픈데이터 정책으로 최근 개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과거보다
훨씬 방대하고 활용도가 높음.
- 각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오픈데이터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자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뿐만 아니라 오픈데이터를 기
반으로 한 데이터 기반 산업의 활성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음.
□ 2003년 11월, EU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재활용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을 제정, 회원국들이 자국 내 공공데
이터 재활용에 관련된 법률을 제․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
로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1> 주요국의 오픈데이터 관련 정책
국가

미국

주요 정책
열린정부 이니셔티브 (’09)
data.gov (’09)
오픈데이터 이니셔티브 (’12)

영국

data.gov.uk (’10)
Transparency Agenda (’10)
오픈데이터 인스티튜트 (’11)

일본

전자행정 오픈데이터 전략 (’12)
액티브 재팬 ICT (’12)

내용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원칙 천명
일원화된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설치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 지원 및 관련 신생 벤처
육성사업 전개
일원화된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설치
공공데이터 공개원칙을 정부기관에 지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인큐베이
팅 지원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원칙 결정
데이터 기반 ICT 융합서비스 육성

출처 : SERI, 스마트 뉴딜 -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업의 활용,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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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미국 (data.gov), 영국 (data.gov.uk), EU (open-data.europa.eu), 프
랑스 등 국가별로 다양한 오픈 데이터 포털이 운영 중임.
- 제공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건수 및 활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건수
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 공공데이터 포털이
활발히 서비스 중임.
- 영국 data.gov.uk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 사이에 제공되는
데이터 세트가 2,879건에서 8,675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데
이터 세트 당 페이지뷰 건수 및 다운로드 건수는 동기간 오히려 각각
285%, 166% 증가함.

출처 : data.gov.uk, Alexa.com, Delotte LLP/ODI analysis

<그림 1> 주요국별 오픈데이터 포털의 정보공개 건수와 활용 건수 현황

□ 본 고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공공데이터 제공서비스,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서비스
요소를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사례는 정부주도형 통합 오픈플랫폼과 특화
콘텐츠 기반 오픈플랫폼으로 구분하였고,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는 데이
터 활용 모델, 비즈니스 개선형, 비즈니스 창출형으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사례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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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주도형 통합 오픈플랫폼
2.1 미국 공공데이터 포털(http://data.gov)
1) 서비스 개요
□ 오바마 정부의 ‘투명하고 열린 정부’라는 국정계획에 따라 2009년 공식 오픈
되었으며, 공공정보 개방으로 창조적 활용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추진함.
- ‘Data.gov’는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 생성된 각종 데이터에 대해 일반 시
민이 쉽게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연방 정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 분석/연구 등 데이터의 활용 확
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등을 통해 정부 정책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민관 협업을 이
끄는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음.
- 2014년 9월 현재 229개의 정부조직, 333개의 출판사, 90개의 에이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8,719건의 datasets, 349개의 어플리케이
션, 140개의 모바일 앱, 409개의 정부 API 등이 제공되고 있음.
□ ‘Data.gov’는 미연방 최고정보책임자 협의회(Federal Chief Information Officer
Council), 미연방 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과 공동 수행함.
- 미연방 최고정보책임자 협의회는 “혁신적인 IT 전략을 기반으로 국민들
이 연방정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좀 더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연방 정부 실현”이라는 오바마 정부 정책에 맞추어 사이트를 구축함.
- 미연방 조달청은 “Data.gov Next Generation”1) 프로젝트 및 “Data.gov
in a box”2) 프로젝트를 수행함.
- 그 외 협력 기관으로는 미국 내무부 DOI(Department of the Interior),
미국 환경보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있음.

2) 운영 및 서비스 현황
가) 제공정보
□ 미연방정부 기관의 데이터가 목록별로 정리되어 있고, 제목, 기관, 키워드
1) ‘Data.gov’의 이용 및 활용이 편리하도록 개편하는 프로젝트
2) 미국과 인도의 협력 하에 미국, 인도의 ‘Data.gov’ 오픈소스 버전을 만드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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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검색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데이터는 크게 raw datasets, geo datasets, interactive datasets, source
code, API & program, apps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음.
∙ raw datasets: Data.gov 및 협력기관에서 제공하는 원시 데이터
∙ geo datasets: 지리 데이터
∙ interactive datasets: raw datasets들을 연계하여 생성된 새로운
datasets
∙ source code : GitHub 프로젝트와 오픈소스커뮤니티 링크 제공
∙ API & program : 행정기관, 정부기업 및 기관별 API 제공
∙ apps: widgets, gadgets, tools, RSS feeds를 포함하는 앱 목록
- 데이터 분류 카테고리: 지리 및 환경, 교통, 출생/사망/결혼/이혼, 인구,
국가안전 및 재향군인, 에너지 및 유틸리티, 농업, 정보 및 통신, 연방정
부 재정 및 고용, 노동력/고용/수입, 기타
- Geo 데이터 분류 카테고리: 행정부 및 정치, 이미저리 및 베이스 맵, 교
통 네트워크, 섬 및 수자원, 바다 및 강, 시설 및 구조물, 대기 및 기후,
입면 및 파생상품(Elevation and Derived Products), 바이오 및 생태환
경, 기타
□ Data.gov는 보유 Data 중 6.4억 개 이상을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LOD
(Linked Open Data) 매쉬업에 사용하도록 함.
□ 각종 데이터, 툴 공유 외에 관련 교육 및 커뮤니티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활
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공간, 도구, 자원,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여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교사,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제품 소개/실습 및 관련 해당 사이트로의 링크정보를 제공함.
- Agriculture, BusinessUSA, Cities, Consumer, Counties, Developers,
Education, Energy, Ethics, Health, Law, Manufacturing, Ocean,
Research, Safety States, Sustainable Supply Chain 등 17개 분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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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 개
발에 참여토록 함.
<표 2> 정부기관별 데이터 제공 현황(2014년 9월 현재)
기관명
Department of Agriculture
Department of Commerce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Education
Department of Energ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of Labor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epartment of the Interior
Department of the Treasury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Court Services and Offender Supervision Agency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Export-Import Bank of the U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Federal Reserve Board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데이터셋
537
36,833
372
210
227
1,977
502
151
775
318
113
2,050
605
18,108
112
3,135
149
3,479
103
30
68
10
99
75
3
1
3
1
6
151
18
12
3
4
2
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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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tional Capital Planning Commission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view Commission
Office of Navajo and Hopi Indian Relocation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Railroad Retirement Board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lective Service System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 Office of the Special Counsel

나) 정보 제공방식

<그림 2> 미국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data.gov) 메인화면

데이터셋
3
3
48
5
1
6
56
22
3
4
3
8
5
21
9
7
4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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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형식은 Datasets, PDF, Filtered Views, Charts, Maps 등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음.
- Datasets은 CSV, XML, TXT, KML3) 등의 형식으로 제공함.
□ Data.gov에 자료를 등록하는 하는 경우, Data.gov에서 운영하는 DMS
(Dataset Management System) 인터페이스에 접속하여 등록하고,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등록이 가능함.

3) 특징적 서비스 및 시사점
□ 해외에서도 데이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형태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플랫폼 컨셉에서 구현까
지의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음.
-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까지 오픈소스로 개방하여 이를
활용한 다른 플랫폼과 데이터를 더욱 자유롭고 긴밀히 연동되게 하였음.
□ 정보 기술이 아닌 정보 생산에 목적을 둠으로써 정부 도메인과 수많은 웹
사이트를 분석하여 정보 자체가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
□ 정보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xls, cvs, txt 형태 등 다양한 데이터 형식 제
공 및 RDF 형태의 변환이 용이하며, 시스템 내에 재분류, 조정, 타 데이터
셋과 결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쉬업이 가능함.
□ 웹사이트 구축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안, 데이터품질 유지, 사생활 보장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정보 제공 및 활용의 가용성을 높임.
- 세금으로 생산된 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적용하지 않으며, 데이터의
제공과 활용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유가 유기적으로 순환되는 구조
를 가지고 있음.
- 데이터셋별 평가 및 시민의 제안을 접수받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필요한 API나 데이터셋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공여부를 결
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3) KML(Keyhole Markup Language): 지형정보를 모델링하고 표현하는 언어

국내외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사례 연구

8

[참고] 미국 정부의 공공데이터 오픈플랫폼 소크라타(Socrata.com)
- 소크라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와 관련된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플
랫폼을 제공함.
- 미국 연방정부의 data.gov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애틀, 시카고 등 공공정보 개방
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소크라타의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함.
- 소크라타는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저장, 관리, 공개, 활용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서
비스를 제공함.
-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인 SODA를 통해 데이터 공개 프로세스의 시간 및 예산 절감, 이용자
의 접근성 및 활용 극대화를 시도하고 있음.
-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통된 표준으로 관리하고 신규 생성 데
이터에 대해 자동 갱신 기능을 제공하며, 오픈API를 통해 데이터 생성자, 관리자, 이용자 모
두 데이터에 접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에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때문에, 공공부문간 공통된 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민간 뿐만아니라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
계를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불필요함.

[소크라타 플랫폼 구성 및 기능]

[참고] 미국정부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OGPL(Open Government Platform)
- 미국정부가 자국의 공공데이터 플랫폼의 규모와 데이터나 지나치게 방대해지는 것을 염려
하여 추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참여를 증대하기 위한 플
랫폼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OGPL은 열린 정부 데이터를 내외부와 상호연결해 주는 플랫폼이며,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포털이라는 핵심 기능을 포함
- OGPL의 핵심가치는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참여(Transparency And Citizen
Engagement)를 활성화하는 것이며, 정부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시민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가시
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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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GPL은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포털 개념을 핵심으로 정부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공개
된 데이터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 정부 부처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 도구, API, 문
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중심의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함.
- 미국 정부는 Data.gov2.0 프로젝트를 통해 오픈 소스 기반의 CKAN과 OGPL을 결합한 플
랫폼을 도입하였음.

[OGPL의 데이터 공유 개념도]

2.2 영국 공공데이터 포털(http://data.gov.uk)
1) 서비스 개요
□ 영국은 데이터 개방 정책을 통한 스마트한 정부 업무 추진을 강조하며 미
국의 data.gov를 벤치마킹하여 2010년 Data.gov.uk 사이트를 공식 오픈하
였음.
- 정부의 투명성 제고, 국민의 권리 향상, 데이터의 공개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 증대, 차세대 웹(web of data)에서 주도권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임.
- 일반인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아이디어 수렴, 앱 개발, 데이터 공개 등의
주제에 대한 커뮤니티를 제공하며, 이 사이트를 통해 정부가 보유한 공공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함.
- Linked Data, Semantic Web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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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며, 공간정보와 행정정보 연계를
위한 Linked Data를 추진하여 텍스트 정보를 공간정보와 연계할 수 있
도록 구조화함으로써 손쉬운 Mash-up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 공공데이터 개방이 정부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경제효과 창출로 이
어진다는 인식하에 공공부문 투명성위원회와 웹 2.0의 창시자인 팀버너리
스의 주도로 개발되었음.

2) 운영 및 서비스 현황
□ ‘Data.gov.uk’ 사이트는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셋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하며, 원본 데이터 활용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 보유자와 앱 개발자를
연결해주어 앱 개발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플랫
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현재 약 9,000개에 대한 데이터셋 제공 및 해당기관으로의 연계 서비스
를 제공함.
- 별도의 사이트(Show US a Better Way)를 개설하여 블로그, 시민의 제
안 또는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아이디
어를 수렴하고 참여도를 강화하였음.
□ ‘Data.gov.uk‘ 사이트는 DB화된 원천 자료를 다양한 개방형 애플리케이션
과 연계하고 보다 원활한 데이터 검색을 위해 시맨틱 웹(Semantic Web)
기술과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 포맷을 적용하였음.
- UK HOUSE PRICES : 주택 가격 동향 서비스로 주택가격의 동향을 지
역별, 연대별로 시각화하였으며, 기반 데이터로 부동산 등기소 공공 정
보를 이용
- Find GPS : 주변 지역의 가까운 개인병원의 위치 검색 및 추천 서비스
- Research Funding Explorer : 여러 정부 기관에서 분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연구 투자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뷰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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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국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data.gov.uk) 메인화면

□ 2014년 9월 현재 총 데이터셋 건수는 19,405건이며 환경, 정부 지출, 지도, 사
회, 건강, 정부, 지역, 교육, 경제, 교통 등 10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음.
- 주제 분류별 데이터셋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3> 주제별 데이터 제공 현황(2014년 9월 현재)
카테고리명

데이터셋

Environment

3,865

Government Spending

2,520

Mapping

1,982

Society

1,972

Health

1,857

Government

1,755

Town & Cities

1,121

Education

897

Business & Economy

611

Transport

529

- 제공 정보는 csv, xls, html, pdf, xml, wms, rdf, zip, ods, doc 형식이며, 베
타버전으로 개별 데이터별로 openness score(5 star open data)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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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웹 상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데이터 유형(예. PDF 문서)
2단계: 구조화된 데이터(예. 엑셀 파일)
3단계: 포맷에 구애받지 않는 데이터(예. CSV 파일)
4단계: 데이터의 의미 및 지시하는 URI를 사용
출처 : http://5stardata.info

<그림 4> 5-Star Open Data

- 데이터셋 유형은 영국 지역데이터셋(5,514) 데이터셋(5,020), 서비스(447),
뷰(350), 다운로드(86), 시리즈(42), 디스커버리(7), 어플리케이션(1) 등으
로 구성되어 있음.

[참고] 영국 오픈데이터 플랫폼 CKAN
- CKAN(Comprehensive Knowledge Archive Network)은 비영리 단체인 Open Knowledge
Foundation에 의해 개발된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 영국정부의 data.gov.uk, EU의 publicdata.eu 등 약 40개의 글로벌 데이터 허브가 CKAN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무료로 소스 코드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을 통해 영국, EU뿐
만 아니라 세계 각국 공공분야의 데이터 개방 지원
- Open Knowledge Foundation내 CKAN 개발팀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나 전세계 개발
자들이 CKAN 프로그램의 개발을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오픈소스의 특성상 사용자별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원활한 고객 지원 등
이 상용 소프트웨어 대비 단점이나 소크라타 등 상용 프트웨어가 보유하고 있는 시각화,
API 추출 등의 특화된 기능을 타 오픈소스와의 결합을 통해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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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AN의 주요기능>
데이터 저장 및 관리

-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등록
-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도 ‘harvesting’ 기능을 통해 발행
및 관리 가능
- 구글스타일의 데이터 키워드 검색 도구 제공
- 연관데이터 검색, 결과내 재검색 등 기능 제공

데이터 검색

- 데이터 등록을 위한 제목 라벨링, URL, 그룹, 정의, 라이

메타데이터

센스, 태그 등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제공

시각화 등 플랫폼 기능 확장

- CKAN 2.0버전부터 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한 테이블, 그
래프 등 비주얼 기능 제공
- Drupal, Wordpress 등 타 오픈소스 웹 프로그램과의 연
동 확대

지도 기반 디스플레이

- 데이터셋에 정의된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을 지도에 표
시해주는 인터액티브 데이터 맵 제공

[오픈소스 데이터 플랫폼 CKAN의 기능 구조]

3) 특징적 서비스 및 시사점
□ 영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개 현황 수준이 미흡하나, 원천데이
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음
□ 사용자 참여를 위한 ideas, discuss forum 기능을 제공하고, 제공된 데이터
에 대해 사용자 평가가 가능함.
□ 공개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오픈의 범위를 나타내는 지표(openness score)
를 제공함(베타버전)으로써 이용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활용범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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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 공공데이터 포털(http://data.go.kr)
1) 서비스 개요
□ 정보통신기술의 융합과 발전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정보의 생성·유통·개
방·활용에 대한 관심 증가와 국가 보유 데이터가 국민 재산이라는 인식이
확대됨.
□ 이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를 국민에 개방하여 이를 편리
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행부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의 창구
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로 일원화함.
- 공개되는 각종 공공데이터를 일원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공공데이터가 민
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스마트 신산업 육성은 물론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보유한 각종 공공정보를 기반으
로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에서는 공
공기관의 업무 투명성 확보와 민간의 창의성 활용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음. (2015년까지 100종 120만 건 정보 공개 예정)
- 안전행정부는 “대한민국 공공정보 개방 2013 선포식(‘12.12.27)”을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정보 개방의향 조사결과 새롭게 발굴
된 1,698종의 개방목록을 발표함.

2) 운영 및 서비스 현황
□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의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DATA 및 OPEN API 공유자원의 검색 및 활용신청
- 활용사례: 국내외 활용사례, 공공데이터 활용현황, 주간 활용 TOP 10,
기업 지원 정책 제공
- 기업탐방 인터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인터뷰 기사 제공
- 공공데이터 인포그래픽: 공공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포
그래픽 제공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는 접수
창구 제공
- 문의상담: Q&A, FAQ, 전문컨설팅, 1:1 상담 등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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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전문적이고 빠른 답변 제공
- 개발자LAB: 개발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오픈API 소개 및 개발가이드 제공

<그림 5> 한국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 구성도

나. 운영현황
□ 중앙‧지자체 등 700개 기관이 2014년 9월 현재 11,080개의 데이터를 제공
중에 있으며, 이 중 데이터셋은 10,409개, 오픈API는 671개임.
- 데이터의 활용은 데이터 신청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45,674건이며, 활
용 건수는 1,761,044,312건임(2012년 109,257만건, 2013년 159,711만건 활용).
□ 글로벌 환경까지 확장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의 한국형 오픈플랫폼(CKAN
기반) 구축을 통해 무료 오픈소스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을 통해 영국, EU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공공분야의 데이터 개
방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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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공개, 검색, 통합, 분석, 저장 등 각 세부 프로세스별 이용 가능
한 오픈 소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오픈 소스를 활용해
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음.
- Drupal, wordpress와 같은 다른 오픈소스 프로그램들과의 통합이 용이
하며, 기존의 데이터 카달로그와의 융합 지원오픈소스 제공과 함께 데이
터 개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 사업도 병행하고 있음.
□ 제공 데이터에 대한 분류 체계는 공공정책, 통계, 법률, 정치, 국토관리, 환
경, 기상, 재해예방/안전, 치안, 출입국행정, 인권, 재정, 금융, 교육, 과학, 농
축수산, 생물 및 산림자원, 여행/관광, 역사, 문화/예술, 체육, 식품/의약품,
보건의료, 복지, 보훈, 고용/노동, 산업, 수송/물류, 방송통신, 외교/국제관계,
통상/교역, 남북관계, 국방으로 분류되어 있음.

3) 특징적 서비스 및 시사점
□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일원화된 대표 포털 구축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접근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 공공데이터 개방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자원(source)을 제공
- 글로벌 환경까지 확장가능한 오픈소스 기반의 한국형 오픈플랫폼 구축
□ 단순히 공공정보의 개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사회적
이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힘쓰고 있음.
- 창의적 앱(APP) 개발 및 정보서비스 판매, 분석·가공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및 기존서비스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그러나 정부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제공 범위와 이용자층이
방대함.
-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므로, 데이터 간 연
계․표준에 어려움 존재
- 정보이용층이 폭넓어 타겟 이용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요 예측 및 신규서비스 개발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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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
1) 서비스 개요
□ 열린시정 3.0에 의해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업
무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공공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2012년 5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을 구
축함.
- 열린데이터 광장은 ‘정보공개, 개방/공유, 소통/참여’라는 가치를 실현하
는 공공데이터 서비스 통합 창구로써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의 존재여부 및 소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검색을 통
해 원천데이터의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Open API 서비스를 제공함.
□ 사회, 경제적 가치가 높은 보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의 다양한 비즈
니스 창출 기회 제공 및 IT 콘텐츠 산업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민들이 데이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방을 추진하며, 민간
활용 지원을 위한 단일화 된 통합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공개대상 데
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품질관리 방안 활동을 수행

<그림 6>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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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개방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으로 민간부문이 보다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관련 산업진흥에 기여함.
- 개방·공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민간부문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양
질의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형 선진정부로 성장함.

2) 운영 및 서비스 현황
□ 2014년도 9월 현재, 열린데이터 광장은 일반행정, 문화관광, 보건, 환경, 산
업경제, 도시관리, 교통, 복지, 안전, 교육 등의 분류에 따라 198개의 시스
템, 1,659개의 데이터 셋, 3,097개의 서비스를 개방하고 있음.
- 데이터셋은 sheet, chart, map, file, link, open API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데이터 이해를 돕기 위한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일부 제공

<그림 7>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시각화서비스 예시

- 활용사례: 국내외 활용사례, 공공데이터 활용현황, 주간 활용 TOP 10,
기업 지원 정책 제공

19

KISTI 지식리포트 제43호

- 개방, 공유, 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설, 문화재, 지하철을 중심으
로 LOD(Linked Open Data) 베타 서비스를 운영중임.
<표 4>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데이터셋
데이터셋

출처

설명

문화시설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문화시설 약 600여 종

문화재

문화재청

국보, 보물, 유형/무형 문화재 약 13,000종

행정구역

안전행정부

지하철

열린데이터 광장

581건

지하철노선

열린데이터 광장

20건

지하철 운행시간

열린데이터 광장

3,337건

지하철 관계

열린데이터 광장

528건

도, 시, 구, 군, 읍, 동을 포함하는
모든 행정구역(행정동 기준)

- 서울시 자치구에 특화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자치구 열린 데이터 광
장을 오픈함(2014년 9월 현재 구로구와 서대문구 운영).

3) 특징적 서비스 및 시사점
□ 공개되는 데이터에 대한 제공자의 책임 및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약관에
명기하고 있으며 정보 활용에 따른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고
있음.
□ 유용한 자체 데이터의 지속적인 개발 및 서비스 이외에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및 목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안행부의 공공데이터
포털과 달리 데이터 활용을 통한 편의성, 공익성 등 사회가치 증대에 중점
을 두고 있음.
-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통해 직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 활용 갤러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하고 있으
며, 각 자치구별로의 열린 데이터 광장의 오픈을 유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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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화 콘텐츠 기반의 오픈 플랫폼
3.1 과학기술 정보분석서비스 J-Global foresight(http://foresight.jst.go.jp/)
1) 서비스 개요
□ J-Global foresight는 특허와 연구 논문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연결하여 분
석하고, 그 결과를 가시화하여 정부나 민간기관의 정책·전략 의사결정을 지
원하고자 수행된 일본의 과학기술진흥기구(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이하 JST)의 프로젝트임.
- 과학기술 정책정보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부재로 시작된 프로젝트
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다양한 지식을 모
아 전략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초기에는 JST가 구축한 기본정보를 이용해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문이나 관련 콘텐츠에 연결하는 개념이었으나, 2009년 3월, 오픈 모델
서비스로 연구자, 문헌, 특허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과학적 발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변화하였고, 2011년 12월부터는 과학기술정보를 활용
한 조사, 분석 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진화하였음.
□ 일본의 논문이나 특허 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구글맵이나 amchart와 매쉬업
하여 시각화된 분석정보를 제공함.
- 최근 각 대학과 지방 공공 단체의 공동·협력 관계에 주목해, 그 연계 정
도에 대한 정보를 지도 등과 융합하여 제공함.
□ 국가가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연구자가 R&D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연계·융합한 서비스 제공으로 R&D 생산성 향상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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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J-Global foresight 과학기술분야 매핑 예시

2) 운영 및 서비스 현황
□ J-Global foresight의 주요 서비스로는 크게 논문 인용 관계 기반의
Science Front, 특허 간 관계 기반의 Technology Front, 논문과 특허 간
관계 기반의 Innovation Front, 다양한 연계 기반의 Technology Linkage로
나눌 수 있음.

<그림 9> J-Global foresight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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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ce Front는 피인용도가 높은 논문을 대상으로 동시 인용한 논문의
네트워크를 가시화하여 과학의 전문영역을 도출하며, 활용 데이터베이스
로는 Thomson Reuters의 ‘Essential Science Indicator’와 ‘Web of
Science’임.
- Innovation Front는 특허에서 인용된 문헌을 대상으로 동시 인용 분석을
수행한 결과로서 기술에 영향을 주는 과학 전문영역에 관한 주요 연구
자와 문헌 등의 분석이 가능하며, Thomson Reuters의 ‘Essential
Science Indicator’와 Derwent World Patents Index’, ‘Derwent Patents
Citation Index’를 활용함.
- Technology Front는 특허에서 인용한 특허를 대상으로 동시 인용 분석
을 하는 것으로 특히, 피 인용도가 높은 특허를 대상으로 동시 인용된
특허 네트워크를 가시화함으로써 특허의 전문 영역을 표현하고 있으며,
활용 데이터베이스로는 Thomson Reuters의 ‘Derwent World Patents
Index’, ‘Derwent Patents Citation Index’임.
□ 일본의 산학관 제휴 서비스를 통해 문헌의 서지데이터(JDream III,
J-Global, JST 소장자료목록 등)를 활용하여 대학의 산학관 제휴 활동을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학회 발표로 생산되는 프로시딩의 서지데이터로부
터 연구분야, 저자의 소속기관 등을 추출하여 산학관 제휴활동의 실태를 제
공함.
□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논문 수의 변화, 피인용 논문 현황 등과 구글맵을
활용하여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특허 수의 변화, 특
허의 피인용 횟수, JST가 지원한 연구의 산출물 현황 등을 제공함.

3) 특징적 서비스 및 시사점
□ 사이트의 목표 고객을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기획/입안/추진/평
가/전략 수립에 관여하는 기관, 대학, 기업의 관계자로 규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고객에게는 검색서비스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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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자원(전문 정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Thomson Reuters, Cytoscape Web 등 민간업체와 협력을 추진하
여 분석기술 및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음.

3.2 특허정보 웹서비스 KIPRISPlus(http://plus.kipris.or.kr/)
1) 서비스 개요
□ KIPRISPlus는 개방형 특허정보 웹서비스로 특허청에서 일반인에게 제공되
는 지재권 정보를 기업, 연구기관, 정보사업자 등이 편리하게 자체 정보서
비스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재권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색인 정
보를 공개하는 서비스임.
- 특허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중복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KIPRISPlus는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XML, WSDL(Web Service Descrtiption
Language)를 통해 서비스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완화시키고 지재권
정보 데이터베이스 자체 구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고 있음.
□ KIPRISPlus의 서비스 대상 및 활용 분야는 아래와 같음.
- 서비스 대상 데이터: 한국 지재권 데이터(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공보, 심판사항, 등록정보, 인용문헌정보, 한국특허영문초록, 기계번역용
국문초록,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통합이력정보, 관리자변동정보, 시
소러스, 기한정보, 분류코드 정보), 해외특허 데이터(미국 공개/등록, 유
럽공개, 국제특허, DOCDB)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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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KIPRISPlus 서비스 구성도

2) 운영 및 서비스 현황
□ 서비스 지향형 방식을 적용한 특허정보 웹서비스(Web Services)로 지재권
정보의 공동 활용 체계와 효율적인 정보 유통을 지원함.
- 기업 및 연구기관, 지재권 정보수요기관 등이 지재권 정보 데이터베이스
자체 구축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특허청의 공개된 지재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함.
- 기업 및 연구기관, 지재권 정보수요기관 등이 지재권 관련 정보서비스
개발시 KIPRISPlus 특허정보 웹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기능(API)
들을 이용하여 서비스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개발기간, 개발비 등)을 절
약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대용량 다운로드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량의 지재권 정보를 필
요로 하는 정보수요자가 다양한 조건과 범위를 지정하여 맞춤형 데이터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료 서비스임.
□ 데이터 맞춤 제공 서비스로 벌크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청에 의하여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
자인 등) 정보제공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특허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가 원하는 범위 및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함.
- 국내·외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기업에 상용 온라인서비스용 또는 재가공
사업용으로 활용되는 원천 데이터(Raw Data)를 제공 중(HDD, FTP 등)
이며, 미국, 유럽 등의 해외기관과 데이터 상호 교환을 통해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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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임.
- 기업 내 지식재산정보 DB 구축,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사업 등을 위해 지
식재산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음.
□ 정보제공자 및 이용자가 민간/공공의 지식재산정보를 편리하게 공유, 거래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정보 유통 플랫폼 IP 스토어를 운영중에 있음.
- IP 스토어의 지식재산정보 유통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데이터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규서비스 창출
이 가능함.
- 개방형 유통 플랫폼을 통한 IP 정보 통합 창구 역할 및 IP 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IP 정보 산업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 정보검색, 리스크관리, 특허번역, 가치평가, 특허분석, 분쟁/소송, 기술거래,
특허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상품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3) 특징적 서비스 및 시사점
□ 오픈 서비스 활용에 대한 명시적인 이용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1년
특허청 고시를 통해 유료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용 요금은 정보의 종류, 서비스 방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특허청은 정부 3.0 구현 기조에 따라 2017년까지 특허청의 모든 지식재산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기존 보급중인 8종을 포함하여 총 18종의
DB를 KIPRISPlus를 통해 개방할 계획임.
- 특허정보 개방 계획은 정보공개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정보서
비스 기업의 관점에서 기존 지재권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
는 의지가 담겨 있음.
□ IP스토어 서비스를 통해 민간에서 개발된 다양한 지재권 관련 상품을 소개
하고 이를 수요자와 중개해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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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NSIC(http://www.nsic.go.kr)
1) 서비스 개요
□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은 권역별 분산 운영되었던 유통망을 단일 운영/관
리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하
고 공간정보 관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오픈되었음.
-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지난 ‘95년 이래 시행된 국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사업 이후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
으나, 대부분의 GIS시스템이 조직과 업무별로 구축되어 시스템 간 자료
를 공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는 공간자료의 중복 구축 등
문제점으로 지적됨.
- 이에 25개 중앙부처의 76개 시스템과 246개 지자체를 연계하여 800여 개의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해 공공플랫폼을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구축함.
□ 공통 플랫폼(Open-API) 확산을 통해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들 간의 공유와
신개념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국민수요가 높은 택지정보, 도시계획정보, 등산로정보, 사업지구정보, 국
가지명, 해안선정보, 교통CCTV, 국가교통정보 등을 제공중임.

<그림 11>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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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및 서비스 현황
□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은 공공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제, 산하기관(청),
중앙부처에서 수집된 공간정보목록 80,000여 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무료로 배포가 가능한 데이터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문화재현황을 비롯
한 약 35,000여건임(이 중 무조건 공개가 가능한 데이터는 19,000여 건임).
□ 다양한 콘텐츠가 적용 가능한 3차원 기반 통합지도서비스로 제한적으로 접
해왔던 국가공간정보를 실감나게 이용할 수 있음.
- 국가공간정보, 3차원 건물, 영상지도, 행정경계/교통시설, 시설명칭, 배경
지도를 3D데스크톱, 웹브라우저, 모바일 브라우저 등을 통해 누구나 쉽
게 이용이 가능함.
□ 공간정보의 개발, 공유, 참여를 통해 공간정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2D/3D, 검색오픈 API 서비스 기술을 제공함.
- 활용 가이드를 기반으로 지도와 다른 데이터를 융합하여 디자인해서 자
신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테스트해서 완성도 높은 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례를 개인이 등록한 후 일반사용자에게 공개해서 제공함.
□ 3D데스크톱은 웹보다 강력한 활용 기반 시스템으로 시스템에서 보유한 고
품질 자원과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하여 3차원 탐험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용자 콘텐츠 지원, 가상투어 서비스, 측정기능 등을 제공함.
- 데이터 임포트(import), 편집, 링크 등의 콘텐츠 관리, 녹화/정지/재생 등
의 가상투어 서비스, 측정 및 경관보기, 검색, 기본활용 등의 기능을 서
비스함.
□ 그 밖에도 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에 대
한 컨설팅, 기능개발 지원, 사례제작, 교육교재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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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적 서비스 및 시사점
□ 민간 기업은 공간정보 활용 요구가 높지 않으며, 공간정보 특성상 자체적으
로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다른 정보와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
이디어가 많지 않으며,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적용해 연구를 진
행하기는 당장 수익을 확보해주는 수단이 아니므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
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 구글의 영상지도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이용이 불편하고, 데이터가 많지 않
기 때문에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하므로 추후에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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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 공공데이터는 기업에서 업무를 효율화 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
굴하는 등에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어 비즈니스의 경쟁력 향상과 직결될
수 있는데, 기업은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에 주목하여 자사의 비즈니
스에 접목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장에서는 기업에서 실제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데이터 종합형,
비즈니스 개선형, 비즈니스 창출형으로 구분하여 활용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매쉬업 서비스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
디어를 제공하고자 함.
□ 데이터 종합형 : 여러 공공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어 통찰력 제공
- 다양한 종류의 공공데이터를 종합하여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용자들에
게 통찰력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공공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는 각국의 경제지표,
시장동향, 소비자 특성 등을 모아 서비스 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사
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구글 등은 공공데이터 종합서비스를 기업 이미지 개선 및 기술력 홍보
등의 목적으로 외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
□ 비즈니스 개선형 : 공공데이터를 분석해 수익성과 효율성 등을 개선
- 공공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용절감과 프로세스 개선 등을 촉진할 수 있음.
- 특히, 기상정보나 위성정보 등은 농업, 유통, 위탁산업 등의 수급예측에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하고 새로운 공공데이
터가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예를 들어, 호주 축산기업과 농가들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목초지 현
황 데이터를 이용해 목초 이용률을 높이고 있음.
□ 비즈니스 창출형 : 공공데이터를 분석해 수익성과 효율성 등을 개선
- 공공데이터 활용역량이 충분한 기업은 그 노하우를 솔루션화하여 고객
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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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의 보험사 클라이밋 코퍼레이션은 기후, 토양, 수확량
공공데이터와 보험설계 기술을 접목해 농가 전문 기후보험을 출시하였
고, 무료 공공데이터 정보서비스를 운영해 축적한 역량을 토대로 유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확장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4.1 데이터 종합형
1) 미세먼지 위젯&예보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대기오염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
여 이용자 위치에 따른 대기오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임.
- 환경부의 한국관경공단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설정된 지
역에서 가까운 측정소 정보를 위젯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고 있음.
- 미세먼지 정보, 통합대기지수, 오존 등
의 대기오염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
로 제공함.
- 서비스 URL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
ls?id=kr.information.people.finedust

[미세먼지 위젯&예보]

2) 대전버스 앱
□ 대전광역시의 버스도착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전광역시의 버스 노
선 및 정류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앱 서비스임.
- 버스 노선, 정류소 위치, 버스 분실물 등의 정보를 조회하
고 실시간 버스 위치정보, 버스 도착예정 시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 서비스 주소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jbus&hl=ko

3) 영국 정부투명성 감시서비스(Where Does My Money Go?)
□ 영국정부의 세입·세출 관련한 투명성 감시서비스로 영국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부기관의 세출 데이터를 수집·정리하여 사용내역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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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공공데이터 관련 비영리 단체
인

열린지식재단(Open

Knowledge

Foundation)이 운영하며, 정부 부처별
세입 및 세출 현황 정보를 제공함.
- 서비스 주소 :
http://wheredoesmymoneygo.org

[Where Does My Money Go?]

4) 일본 도서관 소장정보서비스(カーリル)
□ 2010년 5월 일본의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전략’에 의해 공개된 정보를 2차 가
공하여 활용한 서비스 사례로 일본의 6,550 여개 도서관을 연계하여 소장 목록
을 통합으로 검색하고 도서대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임.
- 일본의 전국 6,550 여개의 도서관 위치
와 소장 단행본 목록, 이용자 커뮤니티
를 이용한 도서 추천, 블로그, RSS,
SN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서비스 주소 : http://calil.jp/
[일본 도서관 소장정보서비스(カーリル)]

4.2 비즈니스 개선형
1) 웨더플래닛(Weather Planet)
□ SK 플래닛에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기상관측망 서비스에 한국환경공단
에서 제공하는 대기오염 관련 공공데이터를 결합한 서비스로,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의 양적, 질적 강화를 통해 기존 서비스에 부가가치를
높인 사례임.
- 이용자의 위치 및 관심지역의 날씨정
보, 기상 특보, 단기/중기 기상 예보 등
의 정보를 웹과 모바일앱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서비스 주소 :
http://weatherplanet.co.kr

[웨더플래닛(Weather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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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캠핑원(Camping1)
□ 전국의 주요 캠핑장 정보제공 서비스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관광정
보 공공데이터를 매쉬업 하여 캠핑장 주변 관광지 등의 콘텐츠를 강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임.
- 전국 주요 캠핑장 정보와 캠핑장
예약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주변의
여행지와 축제 정보 등의 공공데이
터를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에 부가
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서비스 주소 :
http://www.camping1.co.kr
[캠핑원(Campling1)]

3) 하이닥(HIDOC)
□ (주)엠서클의 모바일 큐레이션 헬스케어 서비스로 한국환경공단과 기상청
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및 기상 정보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지수 서비스를 추가한 서비스임.
-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해
당 지역의 방사선지수, 감기지수,
뇌졸증지수, 미세먼지지수 등 17종
의 건강지수를 서비스하고 있음.
- 서비스 주소 :
http://www.mhidoc.co.kr/
[하이닥(HIDOC)]

4) 호주 목초지 정보제공서비스(Pastures from Space)
□ 호주 남부 목초지대의 위성 영상데이터와 기상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목
초지 분포와 기후 변화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호주의 농업 및 축
산기업의 의사결정과 생산성 증대를 지원하는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CSIRO)가 구축한 목초지 정보제공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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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에 오픈된 서비스로 호주의 목
초지 분포와 증가율 정보 등을 제공
하고,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커뮤
니티 서비스와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비스 주소 :
http://www.pasturesfromspace.csiro.au
[호주 목초지 정보제공서비스
(Pastures from Space)]

4.3 비즈니스 창출형
1) 모두의 주차장
□ (주)모두컴퍼니에서 개발한 모바일앱 서비스로 전국의 공영주차장 공공데
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구축한 주차장 정보, 이용자가 제공하는 주차공간정
보를 종합하여 인근 주차장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함.
-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
한 서비스로 전국의 공영/민영 주차장
관련 정보는 물론 주차요금 결제서비
스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인근의 주차장을 추전해 주는 기능
등을 제공함.
- 서비스 주소 :
http://www.parkingshare.kr/
[모두의 주차장]

2) 미국 병원 추천서비스(iTriage)
□ iTriage LLC에서 개발한 미국의 병원, 질병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병원
추천서비스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국내 질병 경향을 분석한 서비스 등
도 제공하고 있음.
- 병원 및 의사 추전 기능을 제공하는데, 특히 아바타를 제공하여 신체부
위 증상을 분석하여 가까운 병원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와 거주지 주변
의 병원을 추천하는 기능 등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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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조건(질병, 약품 등)을 통해 병원
검색이 가능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국 지역별 질병 경향을 분석하여 베타
서비스(iTrends)로 제공하고 있음.
- 서비스 주소 :
https://www.itriagehealth.com

[미국 병원 추천서비스(iTriage)]

3) 미국 부동산 정보서비스(Zillow.com)
□ iTriage LLC에서 개발한 미국의 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로 지리정보시스템
(GIS)를 이용하여 지역별 주택 정보와 렌탈서비스, 금융기관 및 대출 정보,
에이전트 정보 등을 제공함.
- 이용자 주변의 인구통계정보, 학군정보,
부동산 정보 등 관련 지역정보를 통합하
여 제공하며, 주택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 정보와 학군, 지리환경, 범죄
등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
으로 제공함.
- 서비스 주소 :

[미국 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zillow.com)]

http://www.zillow.com

4) 통합 날씨 보험서비스(Total Weather Insurance)
□ 미국의 (주)Climate에서 개발한 농작물 대상 인터넷 보험서비스로 미국 기
상서비스를 활용하여 실시간 지역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상악화,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보험료를 책정함.
- 기상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상악화
로 인한 농작물 위험관리를 위한 보험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 정보를 활용
하여 이용자의 의사 결정을 돕고 있음.
- 서비스 주소 :
https://www.climate.com

[통합 날씨 보험서비스(Total Weather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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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은퇴연금 컨설팅서비스(BrightScope)
□ 미국의 금융정보 제공기업인 (주)Climate가 개발하였으며, 미국 노동청에서
공개한 연금투자정보를 재가공하여 은퇴연금에 관련한 금융정보와 투자서
비스를 제공함.
- 투자 관련 컨설팅 담당자를 연결해
주는 대행서비스와 은퇴 설계를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함.
- 서비스 주소 :
http://www.brightscope.com/
[은퇴연금 컨설팅서비스(Bright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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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공공데이터는 2000년대 후반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
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다양한 오픈 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있음.
□ 국내외 대표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서비스는 크게 정부주도형 통합 오픈플랫
폼과 특화 콘텐츠 기반 오픈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부주도형의 경우,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
으며, 정부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 산업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화 콘텐츠 기반 오픈플랫폼의 경우, 공개되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중
요도도 높지만 다른 데이터와의 연계·융합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고
있음.
□ 각 국의 공공데이터 오픈 활동은 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접근성, 편의성 향상을 통한 활용 확산
을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정부 산하 공공데이터 포털 운영은 중앙 집중식으로 중앙 정부의 강력
한 정책적 드라이브 하에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음.
- 미국 공공 데이터 포털은 2009년 정식 오픈하여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대표적인 공공데이터 오픈 사례가 되
고 있으며, 영국은 2010년 오픈하여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개상황이
미흡하나, 원천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타겟 이용자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특화 가능한 콘
텐츠의 활용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한 다양한 전문 정보서비스
를 운영 중에 있음.
- J-Global foresight의 경우, JST 자체적으로 50년 이상 구축한 과학기술
문헌정보 데이터 뿐만 아니라 톰슨로이터사의 문헌/특허정보, 구글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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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mchart등과 융합/매쉬업하여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하
고 있음.
- 우리나라의 KIPRISPlus는 연구자, 특허전문가, 전문업체 등의 이용자를
타겟으로 특허 데이터의 분석 및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에는 정보를 공개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CKAN, 소크라타, OPGL 등의
플랫폼까지 오픈소스로 개방하여 데이터를 더욱 자유롭고 긴밀하게 결합
및 연동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민간에서는 공공데이터를 내외부 데이터와 결합하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 뿐 아니라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하거나 기존 서비스 및
제품을 강화/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를 아이디어, 비즈니스로 연계하여 민간·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형
태의 활용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일방적인 정보 공개를
넘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요를 파악
하고 민관이 서로 협력하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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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유통
시스템

1) 연방 정부의 행정부에 의해 생성된 datasets
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1) Datasets의 제공
2) 연방 정부가 생성하고 보유한 데이터 세트 2) Datasets의 활용방법 제공
를 쉽게 찾고, 다운받고, 활용하도록 하기 3)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도출 공간
위함.

Data 제공 및 서비스 개발 공간

1) 연구 개발⋅과학 기술 혁신 정책의 기획
입안, 추진⋅평가, 대학⋅기업 등 기관의 1) 연구자료와 연관자료를 활용한 통계⋅분석
J-Global foresight
향후 경영전략 수립에 조금이라도 기여
정보 제공
연구기획자를 위한 분석자료 제공
2) 축적해 온 정보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 2) 시각화를 통한 인지성과 설득력을 높임.
는 'Ecosystem"의 실현

Data.gov

1) 국가공간정보의 본격적인 민간 활용
2) 민간의 다양한 응용 아이디어가 창출

키프리스 플러스

1) 통합지도(2D, 3D) 제공 서비스, 데이터 제공 다양한 지도 제공 및 활용을 위한 공
2) 참여공간을 통한 일반자료 등록 및 공유
간

1) 목적지향형(SOA) 웹서비스 방식을 적용하 1) 오픈API제공
Bulk 특허정보 및 가공특허정보 장터
여 지재권정보의 공동 활용과 효율적인 유 2) Bulk Data, IP(Intellectual Property)sets
역할
통 지원
판매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공공데이터 검색, 제공 및 중계

특징

1)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업무 효율
1) 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성, 투명성을 높이고
2) 카탈로그(연관된 공공데이터 목록 & API) 공공데이터 검색, 제공 및 활용
2)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공
서비스 Data
공의 가치를 창조

주요기능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 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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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데이터를 일원화하여 제공
1) 공공데이터 검색 및 제공
2)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2)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중계신청
고부가가치 스마트 신산업 육성
3) 개발자를 위한 공간 제공
3)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

서비스명

<부록. 공공데이터 제공서비스 사례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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