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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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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정보-지식-지혜 피라미드 (DIKW Pyra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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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Public Information) 

공공영역정보 
Public Sector Information 

 
 기상정보, 지리정보 

 
 정보의 재사용 

 
•  사업의 투입자산으로 인식 
•  민간 영역의 중심역할 
•  명확한 상거래 존재 
•  가치부여에 의한 원천정보(raw 

data)의 변용 
•  정보 형태의 빈번한 조합 
•  공공기관에 의한 생성 

공공영역콘텐츠 
Public Sector Contents 

 
 문화 콘텐츠 

 
 콘텐츠의 이용가능성 

 
•  교육 및 문화적 가치 인식 
•  민간 영역의 미미한 역할 
•  일반적으로 제한된 상업적 이용 
•  변형되지 않은 콘텐츠 
•  개별 콘텐츠의 보존 
•  생성보다는 기금확보와 수집  

OECD. 2005. Digital Broadband Content: Public Sector Information and Content. DSTI/ICCP/IE(2005) 2/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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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에서 2.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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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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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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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전자정부 개발 지수 
UN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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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진완. 2012. 차세대 전자정부(e-Gov)의 Locus와 Focus. 스마트정부 추진전략 컨퍼런스. 스마트정부(Gov3.0)  오픈 포럼  

정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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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을 위한 9가지 핵심 원칙 
Basic Principles for the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Secretary-General’s Independent 
Expert Advisory Group on the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4.  

1.  품질과 진실성(Quality and Integrity) 

2.  세분화(Disaggregation) 

3.  시의성(Timeliness) 

4.  투명성, 공개성(Transparency,  Openness) 

5.  유용성, 큐레이션(Usability, Curation) 

6.  보호와 사생활 (Protection, Privacy) 

7.  거버넌스, 독립성(Governance, Independence) 

8.  자원, 능력(Resources, Capacity) 

9.  권리(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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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오픈데이터헌장의 6가지 원칙 
International Open Data Charter, September 2015 

1. 기본으로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Open by Default) 

2. 시의적절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Timely and Comprehensive) 

3. 접근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Accessible and Useable) 

4.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 상호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Comparable and Interoperable) 

5. 거버넌스와 시민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For Improved Governance and Citizen Engagement) 

6. 발전과 혁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For Inclusive Development and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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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tar 
Open 
Data 
http://5stardat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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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r Open Data 기준 

5 Star Open Data 기준 기준 도츌 방법 

 데이터를 웹 상에 오픈 라이선스로 공개 어떠한 형식으로든 파일을 올림 

 구조화된 데이터로 제공 xml, hwp, xlsx, xlxs 형식으로 
올림 

 비독점적 오픈 포맷으로도 제공 csv, txt, xml,   

 사람들이 가리킬 수 있도록 개체를 나타내기 위해  
URI를 사용 URI가 적용된 데이터를 올림 

 데이터의 문맥과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데이터
와 링크 데이터를 LOD형식으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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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터닷컴 “공공데이터? 꿰어야 구슬이지!” <http://www.bloter.net/archives/254926> 



영국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규칙 http://data.gov.uk 

번호 설명 

1 공공 데이터 정책과 사례들은 데이터 배포 시점과 형식을 포함하여 데이터 사용을 원하는 대중과 비지니스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2 공공데이터는 재사용가능해야 하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3 공공데이터는 상업적 활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이 재활용할 수 있는 오픈 라이선스 하에 배포된다. 

4 공공데이터는(data.gov.uk) 온라인 단일 채널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5 공공데이터는 개방기준 및 W3C 관련 규정에 맞게 출판된다. 

6 동일한 주제에 대한 타 부서들간의 공공데이터는 표준 포맷과 함께 동일한 내용이어야 한다. 

7 정부 소유 사이트에서의 공공데이터는 재활용 가능 형식으로 출판된다. 

8 공공데이터는 시기적절한 정제된 내용이어야 한다. 

9 배포 데이터는 링크드 데이터 형식을 포함한 개방 표준 포맷에 적합해야 한다. 

10 공공데이터는 적법한 범위 내에 사용 가능하다. 

11 공공데이터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별도의 등록, 사용자 정보 없이도 접근이 가능하다. 

12 공공기관들은 공공 데이터의 재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13 공공기관들은 데이터 소장과 관리를 충실히 이행한다. 

14 공공기관들은 데이터셋과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출판해야 하며 이는 단일 채널에서 이루어지며 데이터 포맷 출
처와 의미에 대한 설명 또한 함께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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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ata Maturity Model 16 

Scattered 
spreadsheets and 
PDFs online  
 
Clumsy custom web 
apps 

Basic catalog of 
downloadable files 
(CSV, XLS, SHP, ZIP, 
PDF) 
 
Expensive custom 
web apps 
 
Manual data 
publishing 

Interactive data 
tables, basic data 
visualizations (charts 
& maps), Social 
sharing,  
 
Manual data 
publishing 

Consumer-style web 
experiences  
 
Apps, mashups, 
dashboards, data-
driven storytelling  
 
Custom APIs and 
developer docs 
 
Automated data 
publishing, federation 
and  
distribution  
 
Web and mobile  
experience design 

Data for fact-based 
decisions and 
performance  
 
Embedded data 
experiences  
(Yelp, Google) 
 
Crowd-sourced data: 
human sensor 
network 
 
Plug-and-play apps 
 
Real-time, data 
ecosystems and 
industry exchanges 
 
Internal data 
collaboration hubs 

Organization’s Open Data Maturity Level 

<http://www.socrata.com> 



공공데이터  
품질평가  
전수 조사 
[ 뉴스젤리,  http://newsjel.ly/] 

https://docs.google.com/
spreadsheets/d/

1cGre8IQZQ7hJV7GFSb
6v80ZO5ged2OGIqG5rr

09d4ZI/edit#g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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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포털 
“대구광역시 화재
통계”  
검색 결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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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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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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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nted 
http://www.theguardian.com/us-news/ng-interactive/2015/jun/01/the-counted-police-killings-us-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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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grants’ Files 
http://www.themigrantsfil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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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Point Mapper 
http://waterpointmapp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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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 level coverage map 

Water Source Type Map Water Quality Map 

Water Point Mapper 
http://waterpointmapper.org/ 



Open North 
http://www.opennorth.ca/ 

James McKin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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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North : Represent API 
http://www.opennorth.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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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North : Citizen Budget 
http://www.opennorth.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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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s 

© pol.is 

Colin Meg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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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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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ade 
https://www.briga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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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 P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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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넷
http://www.정치.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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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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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와치 
http://nukeknoc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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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공공데이터는  
신뢰할 만 것인가? 

스마트 데이터인가?  
빅브라더 데이터인가? 

개인적/ 집단적  
프라이버시는  
안전한가? 

는

?  
가?

Open data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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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 의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실현 가능한 것인가? 

무엇이 달라지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위험은 어떻게  
극복되어질까? 

Open data와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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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정부가 간과 쓸개까지 보여줄 기세로 정보공개 
의지를 피력하더라도, 통치자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보
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힘이 정부엔 있고, 시민으로선 
그런 힘 앞에서 무력할 따름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
니다. ‘법’(法)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길 기다리다 죽어간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의 주인공처럼 말입니
다.”   

한국일보, “정부3.0이란 거대한 벽”, 2015.11.9.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