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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 오픈 데이터! 

2015 년 5 월 당시 국내 대표 네비게이션 앱인 ‘김기사’가 카카오에 626 억원에 인수되어 세간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김기사는 오픈 데이터를 통해 사업 모델을 만들어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2012 년 영국의 팀 버너스 리는 오픈 데이터 즉,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가 새로운 

기회의 원천, 부가가치 창출의 우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하여 영국 전부는 선뜻 170 여 

억원을 그들이 세운 오픈 데이터 연구소(ODI, Open Data Institute)에 지원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것의 활용이 새로운 미래의 경쟁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3.0 의 핵심과제로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하고자 2013 년 

10월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 

또한 정부 주도의 기존 오픈 데이터를 수요자(민간) 중심의 고가치ㆍ고수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해 

『공공 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부각되면서 오픈 데이터의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오픈 데이터의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 정보화 진흥원에서 발표한 ‘데이터빅뱅 프로젝트 방법론’의 세부 

수행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오픈 데이터 구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I. 데이터의 가치 상승, 오픈 데이터의 개요 

가. 오픈 데이터(Open Data)의 정의 

- 저작권, 특허 또는 다른 통제 매커니즘 없이 모든 사람에게 대가 없이 제공 되어지는 데이터 

-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있어 저작권이나 제한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오픈 데이터는 비즈니스, 소셜, 분석, 과학 등 민간 영역의 데이터와 정부가 업무상 생성하여 공개하는 

공공데이터가 중첩되어 있은 포지션을 가지며 여기에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데이터를 포함한다.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성과지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 오픈 데이터 

Concept 

(오픈 데이터 정의) 

- 저작권, 특허 또는 다른 통제 매커니즘 없이 모든 사람에게 대가 없이 제공 되어지

는 데이터 

-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있어 저작권이나 제한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누구나 활용

할 수 있는 데이터 

KeyWord 개방, 데이터 거버넌스, 오픈 API, LOD(URI, RDF, SPARQL), 데이터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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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픈 데이터(Open Data)의 특징 

- 접근성 :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무료 제공 : 오픈 데이터의 사용료는 무료 혹은 최소한의 비용이어야 한다. 

 

II. 오픈 데이터 구축 

가. 오픈 데이터 구축 연관도 

 
- 한국 정보화 진흥원에서 발표한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방법론’의 세부 과제를 통해 오픈 데이터 구축을 위한 

필수 Activity 들을 살펴볼 수 있다.. 

나. 오픈 데이터 구축 상세 활동 

구분 Activity 설명 

개방 체계 

구축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시, 데이터 관리 

조직, 프로세스 및 인프라 구축 

- 수요자 중심의 Needs 파악을 위한 인터뷰, 개방 시나리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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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인프라 

구축 

품질진단  

및 개선 

- 데이터 값ㆍ구조ㆍ표준ㆍ연계ㆍ품질관리 수준진단을 통해 데이터 

품질개선 기회 식별 

- 데이터 정제, 표준화, 성능 튜닝, 응용AP 개선 등의 품질개선 실시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품질 개선 방안 제시 

개방 DB 구축 

- 데이터의 개방 범위 식별 

- 개방 DB 구축을 위한 분석 -> 설계 -> 메타 데이터 구축 -> 적용 

단계를 통한 DB구축  

오픈 API 개발 
- 개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오픈 API를 개발하여 

오픈 API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제공 

LOD 구축 

- 개방 데이터를 웹 기반으로 자유롭게 사용, 재사용, 배포 

가능하도록 URI, RDF, SPARQL 등 기술요소와 표준 용어집을 

활용하여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 셋 표현 

- www.data.go.kr을 통해 현재 파일 데이터, 오픈 API, 표준데이터 형태로 데이터 셋을 제공하고 있다. 

- 데이터 제공 데이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데이터 활용은 이에 비해 저조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 성공적인 오픈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꾸준한 데이터의 품질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좋은 활용사례 

발굴과 홍보 또한 중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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