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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내 용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으로 표현한 것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성한 자료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중 공공기관이 생성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 

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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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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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ICBAMS) 각 산업분야에서 ICT 적용 범위 확대 

Cloud 

Mobile 

Big Data 

저장 

분석 

적용 

IoT 

 (제조, 교통, 의료, 금융) 

지능 
정보 
기술 

Smart Water 

Smart Traffic 

Smart Manufacturing 

Smart Trash 

Smart Light 

Smart Energy 

Smart City 

Smart Farm 

Smart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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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Device OS를 통한  
         데이터의 독점적 수집, 활용 

시장 지배적 서비스를 통한  
               고객 데이터 수집, 활용 

 
 
 
 
 
 
 
 

AI 

IoT  

Mobile 

Big Data 

Clou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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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정보시스템 -> 데이터 ) 

데이터   
( 데이터 -> 정보시스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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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혁신전략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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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 

활성화 방안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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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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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20~’22)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중 

비전 :  

데이터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디지털 혁신성장을 주도 

 

추진방향 : 

융합 개방, 유통 생태계,  

분석 활용, 제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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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조항 내 용 

제1조(목적)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으로 함 

제2조(정의)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형태 및 방식을 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1항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2항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해야 함 
 

제3항 제28조제1항의 제공중단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해서는 안됨 
 

제4항 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제28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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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국토교통부 총괄 책임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① 업무담당자 정보 현행화(데이터 갱신 알람, 오류신고, 제공신청 등 메일+문자(SMS) 안내) 

 ② 신규 목록 및 데이터 등록 

 ③ 목록 및 데이터 점검, 현행화, 심의결과 확인, 추가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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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수집·취득하는 공공데이터의         
미제공대상 정보 포함여부 확인,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의 확보 등을 시행

 각 기관이 생성,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 정비하여 DB, 파일 등으로 구축 운영

 각 기관이 생성,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의 목록 및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변경,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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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내용 

품질진단 및 개선 
• 원천데이터 현황 분석 및 개방 데이터 선정 
• 데이터 값·형식 등 오류 진단 및 개선 수행 

개방DB 구축 
• 원천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민감정보 제거 및 개방DB설계 
•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위한 하드웨어 및 SW 도입 구축 
• 외부 개방을 위한 인터넷 영역내 별도 개방DB 구축 

오픈API 개발 
• 실시간성 데이터 개방을 위한 오픈API 설계 및 개발 
• 민간에서 쉽게 활용토록 API 가이드 제작 및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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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상정보 확인절차 ]   [ 제3자 권리 확인절차 ] 



구분 제공(공공데이터) 공개(정보) 

① 

소관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② 

목적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③  

범주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④  

제공형태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

readable) 형태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대상예시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데이터 등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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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계판독
이 가능한 

형태 

미충족포맷 
(포털등록불가) 최소충족포맷 오픈포맷 

특징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읽을 수만 있는 

데이터로 
자유로운 수정, 

변환 불가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읽고 수정, 변환 

가능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읽고 수정, 변환 

가능  

URI를 
기반으로 데이터 

속성 특성 
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데이터 
구조  

웹상의 
다른 데이터와 
연결, 공유 가능 

예시 PDF 

HWP, XLS,  
JPG, PNG, 

WMV, MPEG, 
MP3, SWF  

CSV,  
JSON, XML  RDF LOD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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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특성 제공방식 예시 

업데이트가 빈번한 대용량 데이터 오픈API  버스운행데이터, 기상데이터 등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파일 형태의 데이터  

포털 다운로드 
(Download)  

수출입통계, 범죄통계 등  
수치, 통계 자료  

정적(Static) 데이터 형태로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가 많은 경우 

LOD 등 인물, 지명, 도서데이터 등 

•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 데이터를 일정한 형식으로 개방하여 일반 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쉽고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식 

   (기관의 데이터가 갱신되면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이용 가능) 
 

* LOD(Linked Open Data) : Linked Data를 통해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지식  
베이스처럼  사용 가능 



일반적 서비스 제공 API 데이터 제공 

  [ ‘일반적 서비스’와 ‘API 데이터’ 비교(ex. 버스도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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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1유형] 
출처표시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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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보유목록 검토 [2단계] 개방목록 구성 

공개 
목록 

비공개/ 
제외목록 

③ 공개 
     대상목록 

③ 공개 
     대상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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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테이블을 결합한 개방목록 구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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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목록별 개방계획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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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목록 및 데이터 등록 시, 공공데이터 

   목록등록기준을 반드시 준수 

*  공공데이터포털 관리자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관리자페이지 우측 퀵메뉴 ‘매뉴얼다운로드’ 클릭)

    * 기관운영과 관련된 정보 등 공통 업무기능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개성 자료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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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 우측상단 “회원가입” 클릭 → “기관회원”으로 가입(공인인증서 필요) 

 - 게시판, 제공신청, 등록관리, 통계  

- 현재일자 
 - 제공신청 기한일자, 처리건수 
 - 업데이트 예정 데이터 건수 등 

 - 목록 등록 등 즐겨찾는 메뉴 추가  

 - 공지사항 안내(긴급의 경우 붉은색 표시) 

 - 01. TO DO LIST 
   02. 목록 및 데이터 등록 업무 
   03. 기간별 현황 조회 
   04. 개방 및 활용통계 

 - 표준데이터 점검, 매뉴얼 다운로드, 

   업무 도우미, 공공데이터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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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대상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제공(부분제공)대상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데이터(파일/API)를 등록  

목록과 데이터에 대한 심의 승인이 완료되면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데이터 개방  

반려 
사유에 따라 조치 

반려 
사유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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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실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실무담당자 

제공신청서 
조회 및 업무
담당자 지정 

신청인 

제공신청 반려 

10일 이내 결정 

기
준
일 

제공거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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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실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실무담당자 

신고접수 

신청인 

조치결과 확인  
• 공공데이터포털에 

데이터 오류신고 

• 개별공공기관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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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의 실무담당자는 수시로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한 공공데이터 최신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 

 공공데이터포털의 관리자페이지에서 ‘업데이트 예정 데이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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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메타시스템 

기관메타시스템 

… 국가공간 
정보포털 

… 열린데이터  
광장 포털 

빅데이터 
캠퍼스  

서울  
일자리포털 

… 문화데이터  
광장 포털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문화포털  

… … 

< 국토교통부 정보시스템 > < 서울특별시 정보시스템 > < 한국문화정보원 정보시스템 > 

메타데이터 (분석시 보유데이터) 

공공데이터 
포털 

개방데이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  
시스템 

기관메타시스템 기관메타시스템 

<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메타데이터(분석시 보유데이터) 

 중앙·기관 메타시스템 : 모든 공공 시스템(정보시스템, 포털, 플랫폼 등)의 메타정보를 수집, 관리  

      – 범정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환경 제공 

 공공데이터포털 : 모든 공공기관의 개방데이터를 통합하여 등록 및 제공 

 기관별 정보시스템 : 기관의 업무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업무용시스템, 빅데이터분석 플랫폼, 특성화된 개방포털 등 

메타데이터(분석시 보유데이터) 메타데이터(분석시 보유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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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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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관리와 활용에 대한 고민 필요 !!!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을까? 

•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데? 

• 데이터가 일부 누락된 거 같은데? 

• 통계 데이터가 안 맞는데? 

• xx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찾지? 

• 개인정보라서 보안이 중요한데 안전한가? 

• : 

• : 

데이터는 “수요자의 사용에 적합(Fit for use)해야 한다” (Ker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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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품질 데이터의 영향은? 

운영적 측면 

• 업무 만족도의 감소 
• 운영비용 증가 
• 조직간의 불신 

• 경영 전략 수립의 어려움 
• 잘못된 의사결정 
• 부정확한 마케팅 전략  
• 조직 역량의 최적 배치 불가능  

전략적 측면 

저품질 
데이터베이스 

Garbage In Garbage Out 

• 낮은 고객 만족도 
• 서비스 기회 상실 
 

서비스 측면 



연계 표준·기술 등으로 인한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미비 

데이터 이력관리 미흡으로 인한 데이터 신뢰성 검증 불가 

테이블·컬럼 중복으로 인한 데이터 중복,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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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데이터 값의 지속적인 유입 

업무규칙 적용 미흡으로 인한 데이터 신뢰성 저하 

DB구조 설계·변화관리 미흡으로 인한 데이터 품질 저하 

데이터 관리 활동 미흡으로 인한 데이터 품질 유지 곤란 

          DB관리 산출물 현행화 미흡으로 인한 데이터 품질 저하 

품질오류 

Top 4 

원하는 데이터 검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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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데이터 입력 오류 61.1% 

26.7% 

2.0% 

2.0% 

7.9% 

응용프로그램(처리,검증) 미흡 

데이터 구조 설계 미흡 

데이터 표준용어·코드 오류 

기타 

데이터 표준 미준수 39.2% 

28.4% 

14.9% 

12.2% 

5.4% 

데이터 표준 부재 

국가 표준 미적용 

데이터 표준 오류 

기타 

데이터모델 현행화 미흡 31.1% 

17.8% 

17.2% 

16.1% 

11.5% 

6.3% 

데이터 관리 체계 부재 

데이터 식별 정보 오류 

미사용 테이블 

데이터 중복 

요구사항 미반영, 기타 

연계오류 모니터링, 조치 미흡 39.3% 

25.0% 

14.3% 

14.3% 

7.1% 

연계 아키텍처 설계 미흡 

연계데이터 누락, 불일치 

연계 기술, 표준 미흡 

연계 프로그램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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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활동 

활용단계 

품질관리 

운영단계 

품질관리 

구축단계 

품질관리 

계획단계 

품질관리 

품질관리 

정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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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평가등급 체계 4개영역, 9개 평가지표

구분 설 명 

1등급 
(최적화) 

• 조직 전체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의 선 순환 체계가 확립 

• 안정적 품질 향상 및 유지 보장 

2등급 
(체계화) 

• 조직 차원의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이행 

•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수행 

3등급 
(관리화) 

• 데이터 품질관리 전반적인 활동이 관리 및 통제 되어, 

• 이를 통해 데이터 품질 향상이 가능 

4등급 
(도입) 

• 데이터 품질관리 인식 

• 품질진단 등 기본적인 품질관리 활동들을 도입∙시작 

5등급 
(도입전) 

• 데이터 품질관리 인식이 미흡 

• 기본적인 품질관리 활동 불가능하거나 부분적인 품질관리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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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웨어러블 

Big Data 

Cloud 

IoT 

Mobile 

Mobile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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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차트 지도 파일데이터 오픈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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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서비스키와 URL 을 기반으로 API 호출  
 http://data.ekape.or.kr/openapi-data/service/user/mtrace/breeding/cattleMove? 

cattleNo=410002042894485&serviceKey=서비스키  

제공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오픈API명 : 쇠고기이력정보서비스  
상세기능명 : 소 이동정보  

http://data.ekape.or.kr/openapi-data/service/user/m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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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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