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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은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검색과 활용을 한 통합창구이다. 2021년 행정안 부

는 개별 포털 정비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개별 포털은 공공데이터 외 국내 공공기 들이 구축한 포털을 통칭하는 

표 이다. 정비방안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 운  주체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데이터 포털과 개별 

포털을 연계하기 한 운   데이터 연계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포털, 미국, 국, 랑스 데이터 포털 운 황과 데이터 연계방식을 조사하여 데이터 연계 시 상향식 방법 

채택이 효율 임을 제안하 다. 한, 연계 시 추진해야 하는 구체 인 차를 데이터 연동 표 방식 결정, 

메타데이터 황분석, 운  인 라 확충, 데이터 반입 확인, 서비스 개시 5단계로 나 어 제시하 다.

ABSTRACT

The Public Data Portal(data.go.kr) is a gateway for searching and using public data in South 

Korea. In 2021,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established individual portal 

maintenance plans. Individual portals refer to portals built by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other 

than the public data portal. According to the maintenance plan, the Korea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he operator of the public data portal, needs to establish operating and data integration 

plans to link the public data portal and individual portal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urrent operating status and data integration methods of the public data portal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and proposed that the adoption of a top-down 

approach is efficient when integrating data. In addition, we divided the specific procedures that 

should be pursued when integrating data into five stages: determination of data integration 

standard methods, analysis of metadata status, expansion of operating infrastructure, confirmation 

of data import, and launch of services.

키워드: 공공데이터 포털, 개별 포털, 데이터 포털 연계, 데이터 연계, 데이터 포털 운 방안

Public Data Portal, Individual Portal, Data Portal Connection, Data Connection, Operating Plan 

for a Data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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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이 운

하는 공공데이터 포털1)은 우리나라 공공기

이 생성 혹은 취득하여 리하는 공공데이터

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이다. 이 서비스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용 활성화에 한 법

률(약칭: 공공데이터법), [법률 제17344호]｣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동 법 제21조 2항에는 공

공기 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력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것은 2013년으로 이

후 지속 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재에 

이르고 있다. NIA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1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의 효율성과 활성

화 지원을 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설

치․운 하고 있다. 데이터와 련된 법률을 제

정하고 담 기 을 지정하여 서비스를 수행하

는 것은 세계 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우며 우리

나라가 선도 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데이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

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핵심 데이터 세트는 

정부 데이터로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공공데

이터 개방과 활용에 있어서 시발 이라는 의미

를 담고 있다. 통상 이런 방식은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운동  하나로 볼 수 있다. 열

린 정부 운동은 정부 운  투명성과 시민참여 

확 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특히 작권과 같

은 제한조건 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데이

터를 활용, 재활용, 재배포할 수 있는 데이터 개

방은 핵심 추진사항이다. 데이터 개방은 단순

히 투명성 확보를 넘어 데이터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경제 체계에 한 비이자 응이기도 

하다. 소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 

표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의미한다. 재 세

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이 가능한 데이터 심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환하고 있다. 빅 데이터(Big Data), 인공지

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재 정보화 사회

를 변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이를 실 하기 

해서는 고품질 데이터가 필요하다. 세계 각

국 정부는 고품질 데이터 기반 마련을 해 노

력하고 있다. 열린 정부 데이터는 미국, 국, 

캐나다, 한국, 일본 등 주요국을 심으로  세

계 개별 국가 단 로 실 되고 있다. 유럽연합 

경우에는 집행 원회인 유럽 원회(European 

Commission) 주도로 유럽연합 내 모든 정부, 

정부 련 단체, 연구소 등의 데이터 검색을 가

능하게 하는 유럽연합오 데이터포털2)을 운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포털은 열린 정부 데이

터, 공공데이터 개방을 한 핵심 통로로 볼 수 

있다. 재의 추진방식은 공 자(정부) 심 

양  공  방식에서 시장(수요자)이 필요로 하

는 다양한 형태 데이터를 민 업으로 제공하

는 방향으로 환하고 있다(김연균, 2021). 이

런 추진정책은 2021년 행정안 부 주  련 

부처 합동 공공데이터 략 원회에서 결의한 5

개 안건에 잘 드러나는데 이 안건  하나는 개

별 데이터 포털 정비 계획이다. 이 안건은 공공

 1) https://data.go.kr

 2) https://data.europa.e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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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포털과 별개로 공공기 에서 운 하는 

포털  개별 운  인정기 을 미충족하거나 

효율성 낮은 포털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불가

피하게 별도 운 되는 포털은 개방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다. 이 조치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심으로 고

품질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하기 한 목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각 기 이 개별 으로 

운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데이터 고립

문제 해결과 운 상 어려움 해결, 다양한 데이

터와 연계 문제해결 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안 부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한 실 은 NIA가 운 하고 있는 공

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재 

공공데이터 포털이 갖는 기능이나 운 방식을 

유지할지, 수정할지에 한 방안 수립이 필요

하다. 본 논문은 향후 공공데이터 포털과 개별 

포털 연계를 한 방안 수립이 목 이다. 연계

를 해서는 정책 측면, 데이터 측면, 시스템 측

면 등 다양한 에서 근과 실행방안 수립

이 필요하다. 즉 단기 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부분과 장기 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 시스

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과 정책

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종합 으로 검토되

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기 해서는 개별 

포털 별 다양한 구축, 운 황에 한 분석을 

선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장기 인 근 을 취

하지 않고, 행정안 부 정책에 따라 즉시 통합 

혹은 연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공데이터 포털

이 운 상 취해야 하는 조치와 데이터 연계 시 

선택해야 하는 방향성을 해외 사례를 심으로 

검토하 다. 운 과 데이터 연계 시 선택 방안

은 상향식, 하향식 으로 제한하여 검토하

다. 상향식은 개별 포털들이 직  운 , 등록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하향식은 공공데이터 포털

이 운  정책과 데이터 등록을 모두 책임지고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검토 상 사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국, 랑스 공공데

이터 포털이며, 연계 방안 제안 시 추진해야 하

는 추진 차를 함께 제안하 다. 검토 을 

운 과 데이터 연계로 한정하고 그 방식을 상향

식, 하향식으로 한정한 이유는 본 연구가 단기

간에 행정안 부 계획을 실 해야 한다는 이 

가장 크다. , 연계 후 기  이용자들은 운 정

책이 일반 이용자들은 데이터 세트 검색과 활용

이 요하다는 을 감안하 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공공데이터 포털과 련된 선행연구는 공공

데이터 포털 자체 황분석과 개선을 한 연

구와 해당 포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  공공데이터 포털을 상

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희정 외(2020)는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를 시민참여형 포털로 

개선하기 한 방안을 수립하여 제안하 다. 이

는 공공데이터 포털이 단순한 데이터 장소가 

아니라 시민참여와 데이터 활용에 가치를 두고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이 연구

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필요한 시민참여 

기능을 규명하고 재 운  인 공공데이터 

포털 이용자 서비스 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을 제시하 다.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 총 

5가지로 첫 번째는 치기반서비스 제공,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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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분석 도구, 시각화 도구, 보조도구 지원, 세 

번째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한 공유환경 구성, 

네 번째는 크라우드 소싱 기반 키, RSS, 다양

한 커뮤니티 서비스 지원, 다섯 번째는 로슈

머(prosumer) 형태 참여방식 수용이다. 

황성욱, 정 용, 김수정, 오효정(2020)은 공

공데이터 포털 이용 활성화를 해 각국에서 

운 하고 있는 SNS 황과 그에 따른 개선방

안을 제안하 다. 조사 상은 인도, 미국, 한국

으로 계량 분석, 피드백 분석, 시계열 분석, 정

보유형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에서 제시

한 개선방안은 크게 이용자 유입  확보와 이

용자 만족도 향상 두 가지 측면이다. 먼  이용

자 유입  확보에서는 주기 인 이벤트, 공모

 정보 업로드와 업데이트  정책뉴스 실시

간 게시  질의응답 실시, 신규 이용자를 한 

흥미 유발용 콘텐츠 게시를 제시했다. 이용자 

만족도 향상 측면에서는 정보 품질 리방안 확

보  데이터 표 화 선행, 소셜 필터링  추천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화 정보제공, 행정정보데

이터 등 정보 유형 확장 제공을 제시했다.

김동  외(2021)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개

방한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시하

다. 이는 데이터 개방은 확 되고 있지만 활

용이 낮다는 을 개선하기 한 방법을 제안

한 것이다. 특히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개방한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세트 활용도를 평가하

다. 데이터 활용도는 데이터 조회, 다운로드 수

치를 기 으로 하 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서 개방한 공공데이터 주제 분류와 규모는 서로 

다르지만, 데이터 활용은 반 으로 미흡한 수

을 보 다. 해결방안으로 풍부한 메타데이터 

기술과 공공데이터 포털과 지방자치단체 데이

터 포털 연동을 제안하 다. 

서형 , 명승환(2015)은 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 을 한 구축 

략을 제안하 다. 이는 앙정부 심 데이터 

개방도 요하지만 시민과 가까운 인 자체

의 노력도 요함을 강조하기 한 것이다. 이

에 이 연구에서는 자자체 공공데이터 포털 담당

자의 설문조사와 함께 서울, 부산, , 라북

도, 경기도 강원도 데이터 포털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결과 으로 제안한 지자체의 공공

데이터 포털 구축 략은 지역별 이용사례 제공, 

부가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 

담  구축,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 독자성 확

보, 공공데이터 투입효과의 명시 다섯 가지이다. 

김지혜, 김수정(2022)은 공공데이터 포털 이

용 활성화를 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

는 정보서비스 유형을 정리하고, 이를 기 으로 

국내․외 공공데이터 포털 정보서비스 황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국내 공

공데이터 포털 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사항은 데이터 근성

과 이해도 향상, 분석과 활용을 한 서비스 구

축, 활용 진을 한 소통체계 구축이다. 

포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검토해보

면 조재인(2018)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도서

 련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

에서는 공개한 데이터 수 과 공개 주체에 따

른 도서  련 데이터 활용 정도 차이를 분석

하 다. 분석 결과 국가  공공기 이 개방한 

데이터로부터는 연구자료 등을 심으로 4개 

주제군집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데이터로

부터는 소장자료, 평생교육 로그램 등을 심

으로 8개 주제군집을 형성한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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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  공공기 이 공개한 데이터가 학

교  공공도서  황을 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개 데이터보다 활용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 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이 외에도 상당수로 공공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공공자 거 입지 선정에 한 연구( 헌, 이

우진, 2021), 공공데이터 기반 질병 검색 시스

템 구축 연구(박순호, 김 길, 2019), 공공데이

터 활용 자연재해 피해액 추정 모형 개발 연구

(정근채, 2019) 등 다양하다.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공공데이터

를 활용하거나 응용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하기 한 데이터 기반 연구가 지속 으로 출

하고 있다는 과 이런 데이터 통합 창구인 

공공데이터 포털 개선을 한 연구가 주를 이

룬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와 직  련 있는 연

구들은 공공데이터 포털 개선에 한 것으로 

주로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선에 이 

맞추어져 있다. 한, 지자체 공공데이터 포털

도 독립 으로 발 해야 하는 상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지자체를 포함한 다양한 

개별 포털과 통합 창구인 공공데이터 포털 간 

연계 방안을 고려한다는 에서 차별성이 있다. 

3. 데이터 포털 운  사례

3.1 한국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데이터 개방은 2013

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용 활성화에 한 

법률｣ 제정․시행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후 공공

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고, 공공기 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포털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재(2022년 3월 기 ) 공공데이터 포털은 751

개 기 , 총 69,057개 데이터를 일, 오  API, 

표 데이터 분류별로 등록  서비스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우리나라를 표하는 공공

데이터 주요 공 원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무료

로 제공하여 공  역, 학문 역은 물론 민간

에서 서비스 개발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재 공공데이터 포털은 데이터 연계에 있어

서 상향식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등록을 원하는 기 들이 NIA가 운 하는 목

록등록 리시스템(all.data.go.kr)에 속하여 

데이터를 직  등록한다. 등록한 데이터는 담

당자 검토와 심의를 거쳐 포털에 발행한다. 각 

기 에서 데이터를 등록하기 해서 각 기 은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 등록기 에 따라 제

공 형태별 데이터( 일, 오 API 등)로 등록 

차를 진행한다. 일 데이터는 갱신주기(1년 

이하)에 맞는 최신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오

 API는 실 데이터 항목과 기술문서가 일치

하도록 리해야 한다. 등록 데이터 서비스 방

식은 포털에 직  등록과 기 링크 제공 모두

를 허용하고 있다. 즉 데이터 연계에 있어서 상

향식, 하향식 모두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공데

이터 리지침(행정안 부고시 제2021-70호)

에 따라 기 링크 제공은 등록자제가 권고사항

이다. 사실상 상향식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아

도 무방하다. 

<그림 1>은 공공데이터 포털의 검색결과 화

면으로 부분 데이터 세트는 해당 기 이나 서

비스로 이동하지 않고 직  다운로드와 API 연

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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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공데이터 포털 검색결과 화면

공공데이터 포털의 개방과 이용 황을 보면 

2013년 기 년 비 2022년 재 공공데이터 개

방 건수는 13.098배 증가하 으며, 활용 건수는 

2,558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해를 거듭하면서 

개방과 활용이 더욱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표 1> 참조).

이와 같은 공공데이터 시장 확 는 통합창구

인 공공데이터 포털 외에도 기  자체 데이터 

포털 구축  데이터 개방 사례가 확 하고 있

다는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NIA 조사에 따

르면 2021년 기  총 115개 개별 포털 운 을 

확인할 수 있다. 115개 포털은 유형별로 데이터 

개방 용, 데이터 분석 랫폼, 정보공개형 포

털로 구분할 수 있다. 표사례와 함께 유형별 

개별 포털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행정안 부에

서 확인한 국내 개별 포털은 총 115개이다. 물론 

개별 포털 별로 상 지식 분야가 모두 다르고, 

데이터 세트 형식 다양성 등이 존재한다는 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한, 개별 포털 운 은 

재 법률을 배하지 않는다. 공공데이터 리지

침(행정안 부 고시 제2021-70호)에는 개별 포

털 등 구축․허용기 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외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용자 입장

에서 다양한 공공데이터 검색  활용을 해 

구분 ’22년 3월 기 ’13년 기 비고

개방 건수( ) 69,057개 5,272개 13.098배￪
데이터 다운로드  활용신청 건수( ) 35,627,297건 13,923건 2,558배￪
오 API 실시간 

정보제공
72,854백만 건 3억 6천만 건 202배￪

월평균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표 1>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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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수 표사례와 특징 책임기

데이터 개방 용 39

∙건축데이터 민간개방(open.eais.go.kr)
∙건축․주택 인허가 등 국 지자체  산하기  데이터 통합, 제공
(특화성 인정)

국토부

∙지방행정 인허가 개방(localdata.go.kr)
∙지자체 인허가 정보를 시도새올을 통해 통합 제공(특화성 인정)

행안부

∙나이스 교육 정보 개방(open.neis.go.kr)
∙17개 시도교육청 용량 데이터를 통합 장소로 수집하여 제공(매

일) 등(특화성 인정)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데이터 분석 랫폼 29

∙보건의료 빅 데이터 개방(opendata.hira.or.kr)

∙ 용량 의료 상정보, 통계정보 등 제공
∙의료빅데이터 원격분석서비스 제공 등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환경 빅데이터 랫폼(www.bigdata-environment.kr)
∙과기부 데이터 통합지도 (16개 빅 데이터 랫폼) 내 환경분야 
빅데이터 랫폼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남도 빅데이터허 (bigdata.gyeongnam.go.kr)
∙경상남도 18개 시군․산하기  데이터의 수집․연계․ 리  빅데

이터 분석 제공

경남

정보공개형 포털 47

∙ 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공시정보, 학․특성화․키워드별 학과정보 등 학 주요 정보를 
제공

∙여러 공시데이터를 excel로 다운로드 제공

교육부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
∙국세통계자료를 시각화 서비스, 테마별 통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각 통계표를 excel로 다운로드 제공

국세청

∙공간정보포털(gis.daejeon.go.kr)
∙인구, 학교, 시설물 통계정보를 지도에 표출
∙표출 지도정보를 이미지(png)로 장, 다운로드

역시 

(출처: 행정안 부, 2021)

<표 2> 유형별 개별 포털 황

구분 세부기  주요 내용 

필수

요건

비 복성
∙공공데이터 제공을 주 기능으로 수행하는 포털(이하 ‘개별 포털 등’이라 함)로 공공데이

터 포털과 서비스 기능(데이터 제공, 제공신청, 분쟁조정 등)의 복성이 없을 것

연계성 ∙공공데이터 포털과 시스템 연계  데이터 동기화 수행 방안을 제시할 것

선택

요건

법  근거성 ∙개별법에 자체 개별 포털 등 구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특화성
제공 방식

∙기 별 자체 개별 포털에서만 데이터 가공․처리․분석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여러 기  용량 데이터를 통합하여 추출․제공하는 경우

제공 형태 ∙3D 공간정보 등 제공 형태가 특화되어 제공 형태와 데이터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보안성
∙제한 근환경(원격, 물리  공간 등)을 통해 민감(개인) 정보를 활용해야 하며, 일부 

인가된 근 권한을 가진 이용자에 한해 원격 근 허용

(출처: 행정안 부 고시 제2021-70호)

<표 3> 개별 포털 등 구축․운  허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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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출처를 탐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문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 상황

은 법 으로 공공데이터에 한 통합검색을 지

원해야 하는 공공데이터 포털 입장에서도 마찬

가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운 과 데이터 연계방식은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 데이터 연계는 상향식과 하향식을 모두 허

용하나 하향식이 주를 이룸

- 운 (정책과 표 )은 하향식 채택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포털은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운 과 연계방식을 수행할 상이다. 

행정안정부가 제안한 내용은 재 운 규정이

나 데이터 연계방식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

다. 단, 데이터 연계와 운 에 있어서 하향식을 

모두 채택하고 있는 은 일 성 있는 서비스 

수행과 표 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함으로 볼 수 있다. 

3.2 미국

미국 공공데이터 포털3)은 미국 연방 정부 

심이다. 미국 연방 정부 기 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검색, 활용할 수 있는 국가 공공데이

터 포털 서비스이다. 이는 공공기 이 구축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데이

터에 한 근성 향상이 목 이다. 데이터 유

형별, 주제별, 제공기 별로 검색 서비스를 제

공하고, 데이터 활용에 한 정보와 이용자 참

여를 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측면

에서 다양한 연방 정부와 업을 알 수 있는 부

분은 참여하는 조직별로 별도 페이지가 존재한

다는 이다. 즉 데이터 제공기 별로 별도 페

이지가 존재하여 기 별 데이터 검색과 기  

데이터 제공 황 등을 한 에 악할 수 있다.

포털 내 개별기  페이지가 별도로 존재함으

로써 참여 기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기  데이터에 쉽게 

근할 수 있다. 참여 기  담당 조직과 담당자 

개별 페이지에 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주기 

때문에 참여 기 에도 이용자에게도 모두 도움 

되는 서비스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미국 공공데

이터 포털 경우는 데이터를 앙집 형 방식으

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각 데이터에 

한 제공기  근경로도 함께 제공해주고 있다

(<그림 2> 참조). 

미국이 추진하는 방향은 하향식 방식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단, 각 데이터에 한 랜

딩 페이지(landing page) 정보도 함께 제공하

기 때문에 상향식 근도 일부 채용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단,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 은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 포털로 연계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상향식 근법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데이터 연계에 있어

서는 상향식, 표 과 정책 수립은 하향식 방식

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과 표  련하여 미국은 두 개 별도 서비

스를 운 하고 있다. 하나는 ‘resources.data.gov’

로 이는 데이터 포털에 메뉴로 존재하지만, 별

도 서비스 사이트에서 데이터 표 과 데이터 제

 3) https://data.gov/



 공공데이터 포털과 개별 포털 간의 데이터 연계방안 연구  257

<그림 2> 미국 공공데이터 포털의 검색결과 화면

공자  활용자를 한 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열린 정부 데이터 법과 연방 데이

터 략 ‘열린 정부 데이터 법  연방 데이터 

략(OPEN Government Data Act and the 

Federal Data Strategy)’에 기반한다. 이 서비

스의 핵심 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데이터 리  거버 스: 정책구 , 데이

터 거버 스 구조 생성, 연방 정부가 일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리 지원

을 한 안내와 련 자료 제공

- 데이터 도구: 데이터 실무자 실습 작업을 

지원하는 소 트웨어와 련 자료 제공

- 데이터 인큐베이터: 데이터 련 로젝트 

양성을 해 크라우드 소싱, 회, 민  연

계 지원과 자료 제공

- 기술개발: 데이터 문가 양성을 한 안

내서와 련 자료 제공

- 가이드라인: 참고자료로 데이터 련 문제

와 연방 기 에서 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참고자료 제공

- 사례: 연방 정부 데이터 리자와 데이터 

실무자가 수행한 로젝트 정보 제공

다른 하나는 연방 데이터 략(Federal Data 

Strategy)4)이다. 역시 데이터 포털 메뉴  하

나이지만 별도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여 서비

스를 제공한다. 이는 데이터 기반 사회 변화에 

따라 연방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 유지, 사용하

 4) https://strategy.dat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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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 요하고 데이터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  차 핵심임을 강조하기 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연방 데이터 략은 연방 정부

가 윤리 거버 스, 연방 데이터 가치를 최 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략과 지침을 제공하

고 있다. 이 두 개 별도 서비스는 데이터 포털이 

정책과 표  측면에서 하향식 방식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 다. 즉, 참여 기 이 수하고 참

고해야 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서비스하고 실

제 데이터 연계는 상향식 방식을 유지하고 있

다. 단, 상향식 방식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보유

는 포털과 지방정부가 함께 유지한다는 이 

특징이다. 미국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운

과 데이터 연계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데이터 연계는 상향식 채택

- 운 (정책과 표 )은 하향식 채택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 성, 안정성 유

지를 해 운 은 하향식을 채택하 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실제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가 직

 데이터에 한 책임을 지고, 포털은 서비스 

안정성에 주안 을 두는 연계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3 국

국 공공데이터 서비스는 국 정부 데이터 

포털인 ‘Find open data5)’가 담당한다. 이 서비

스는 국 정부를 신해서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 산하 GDS(Government Digital Service)

가 담당하고 있다. ‘Find open data’는 2010년

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원하는 데이터는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에서 발행하는 

모든 데이터이다. 데이터 검색 후 실제 일 입

수는 해당 서비스 사이트로 연결을 제공하여 해

결하고 있다(Find open data, n.d.). ‘Find open 

data’는 국 공공데이터에 한 통합검색을 지

원하지만, 실제 데이터 리는 해당 데이터를 

생성, 리, 소유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기 들

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3>은 국 공공데이터 

포털 검색결과 화면으로 데이터 획득은 해당 

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국 공공데이터 서비스 특징  하나는 지방

정부 참여에 있다. ‘Find open data’에서 지방

정부 참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단, 국은 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 참여가 특징이라 할 수 있

다. 지방정부연합은 국 지방정부를 표하는 

범정당 조직으로 지방정부와 련된 문제에 

해 정치  아젠다를 형성하고 향을 주어 국

가  문제에 한 지역  해법을 제시하는 것

이 목 이다(강혜경 외, 2015). 사실 LGA는 

앙정부에 한 지방정부 재정확보, 권한 행

사 등과 유럽연합 법안에 지방정부 을 반

하기 한 노력 등을 수행하고 지역 심 과

제해결을 한 력을 도모하는 것이 주 역할

이라 할 수 있다. 최근 LGA는 데이터와 투명

성을 요한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는 

데이터 개방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과 

 5) https://www.data.gov.uk/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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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 공공데이터 포털 검색결과 화면

성장을 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지

한 이유이다.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n.d.)는 이를 해 데이터 개방을 한 지침, 표

 개발, 모범사례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LGA는 개방과 투명성 확보가 지방

정부 반에서 공공서비스 재배치를 한 변화

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LGA는 

데이터 탐색과 시각화를 해 ‘LG Inform’6)이

라는 별도 서비스를 운 하고 있다. 해당 서비

스에서는 지방정부 련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

와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 

세트는 직  다운로드 가능하며, 해당 데이터 

세트와 련 데이터 세트 집합 이용을 해 원

천데이터 서비스로 이동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

하고 있다(<그림 4> 참조). 

국도 미국 사례와 비슷한 운 방식과 데이

터 연계방식을 보여 다. 국은 ‘Find open 

data’에서 모든 정부 데이터, 공공데이터 통합 

검색을 지원한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세트는 

해당 서비스로 이동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검색과 리에 필요한 체계는 앙이 

담당하지만, 데이터 세트 운 , 리, 서비스는 

해당 기 에 있다. LGA 사례가 독특하지만, 

국 체 지방정부를 한 독립 기  서비스 

사례로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도 미국과 유사

하게 데이터 리를 한 정책, 표  등은 LGA

가 담당하며, 직  다운로드와 해당 사이트로 

이동 모두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 사례에

서 확인할 수 있는 운 과 데이터 연계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 https://lginform.local.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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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 LGA 데이터 세트 검색결과 화면

- 데이터 연계는 상향식 채택

- 운 (정책과 표 )은 하향식 채택

- 지방정부연합을 심으로 한 지방정부 데

이터 포털 존재

국은 미국과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

다. 반면 지방정부들을 상으로 한 별도 포털

이 존재한다는 이 특징이다. 

3.4 랑스

랑스 공공데이터 포털은 ‘data.gouv.fr7)’이

다. 랑스는 유럽 오  데이터 서비스  가장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2021년 유럽 오  데이터 성숙도 보

고서(Open Data Maturity Report, 2021)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랑스는 유럽연합 27개국 

 가장 높은 순 를 차지하 다.

랑스는 미국, 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포

털에서는 표 , 정책 수립, 통합검색 심 서비

스를 수행하고 있다. 단, 랑스는 해당 데이터 

세트 검색 시 포털을 통한 직  다운로드와 해

당 서비스로 이동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림 5> 윗부분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직  

데이터 다운로드가 가능한 경우를 보여주며, 아

래는 해당 서비스로 이동하여 데이터를 활용하

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 다.

랑스 공공데이터 포털의 가장 큰 특징은 최

고 데이터 책임조직인 ‘etalab’을 들 수 있다. 

‘etalab’은 2019년 10월 30일 법령에 따라 구성

한 조직으로 랑스 데이터 분야 국가 략 설

계와 구 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

으로는 국가 행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유 정

책을 수립하고 공공정보 보 과 재사용 진을 

 7) https://www.data.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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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랑스 공공데이터 포털 검색결과 화면

한 정책 수립, 데이터 활용을 한 데이터 과

학, 인공지능 련 육성과 보 , 정부 투명성과 

시민사회 력을 한 활동을 수행한다(etalab, 

n.d.). 

Van et al.(2021)에 따르면 랑스는 장

으로 최고 데이터 책임자(Chief Data Officer)와 

공개 데이터 책임자(Open Data Officer)가 존

재한다. Etalab은 최고 데이터 책임자가 이끄는 

부서로 향력이 큰 데이터를 식별하고 부처 간 

개역할도 담당한다. 한, 랑스는 8개 기

에 따른 250개 행정 처리 차와 수화를 한 

지표를 개발하여 지속 으로 데이터 개방과 서

비스 품질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교통과 같이 

요성이 큰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 내에 별

도 서비스를 개설하여 집 운 하고 있다(교통

데이터 ‘transport.data.gouv.fr’). 이 외에도 

랑스는 이용자 피드백과 모니터링, 소통을 강화

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유럽에서 가장 높

은 순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데이터 세트 

통합검색과 재사용을 해서 가장 요한 것은 

스키마 즉, 데이터 설계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랑스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스키마 검색과 안

내를 한 별도 서비스 체계까지 갖추고 있다. 

이 서비스는 ‘schem.data.gov.fr’8)이다. 랑스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운 과 데이터 연계방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데이터 연계는 상향식과 하향식 모두 허용

- 운 (정책과 표 )은 하향식 채택

유럽에서 가장 앞선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랑스가 취하고 있는 운 방식은 상향식과 하

 8) https://schema.data.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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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식이 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

라와 동일하다. 포털은 운 정책 수립, 표 화 

등 하향식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어떤 국

가 서비스보다 체계 인 모습을 보여 다. 데

이터 서비스 경우도 직 수집, 장, 서비스하

는 하향식 방식과 해당 기 으로 이동하는 상

향식 방식 모두를 취하고 있다. 

4. 개선방안

4.1 연계방안

우리나라, 미국, 국, 랑스 공공데이터 포

털 운 과 데이터 연계방식을 정리하면 <표 4>

와 같다. 

<표 4>는 우리나라와 미국, 국, 랑스 공

공데이터 포털 운 과 연계 방안을 간단히 정

리한 것이다. 모든 국가가 공통 으로 운 에 

필요한 정책과 표 화 등은 하향식 방식을 유

지하고 있다. 즉 정부를 신해 포털을 운 하

는 조직에서 운 정책, 데이터 형식 등을 표

화시켜 운 하고 있다. 반면 데이터 연계와 서

비스는 우리나라와 랑스는 상향식과 하향식

을 모두 허용하고 있지만 공통 으로는 상향식

을 모두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운 과 정책은 하향식으로 데이터 연계는 상향

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앞서 검토한 것처럼 우리나라 공공데이

터 포털 운 정책은 참여 기 이 데이터를 직  

등록하는 상향식이다. 그러나 재 공공데이터 

포털과 개별 포털을 연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

항은 개별 포털들이 모두 데이터 서비스를 수행

하고 있다는 이다. 어떤 방식이든 장 과 단

을 모두 가지고 있다. 상향식 근 과 하향식 

근 이 갖는 장․단 은 <표 5>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5>에서처럼 상향식과 하향식 모두 장

과 단 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있

어서 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  하나는 

개별 포털들이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 후 서비

스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해야 하고 활

성화되어야 한다는 이다. 한, 개별 포털과 

연계라는 정부 정책 수립과 실 을 해서는 단

기 으로 규모 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즉 

정한 산을 투입하여 재 안정 인 운 도 

구분 주요 내용 

우리나라
∙데이터 연계는 상향식과 하향식을 모두 허용하나 하향식이 주를 이룸

∙정책과 표 은 하향식 채택

미국
∙데이터 연계는 상향식 채택

∙정책과 표 은 하향식 채택

국

∙데이터 연계는 상향식 채택

∙정책과 표 은 하향식 채택

∙지방정부연합을 심으로 한 지방정부 데이터 포털 운  사례 존재

랑스
∙데이터 연계는 상향식과 하향식을 모두 허용

∙정책과 표 은 하향식 채택

<표 4> 데이터 포털 운  연계 방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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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하향식

장

∙개별기  보유 데이터 등록이 수월함

∙공공데이터 포털과 개별 데이터 포털 간 연계 체계 구축 

유도가 용이함

∙공공데이터 포털에 문제 발생 시 개별 포털을 통해 서비스

를 지속할 수 있음

∙다양한 도메인 간 데이터 세트 통합검색이 가능하여 이용

자에게 풍부한 정보탐색환경 제공 가능

∙개별 포털이 추구하는 서비스 목표와 서비스 방식, 고유 

서비스 유지가 가능함

∙범정부 차원 일 된 메타데이터 항목  양질 

데이터(활용지원센터 심의 승인) 개방 가능

∙개별기  운 환경 고려 없이 범정부 차원 일

된 데이터 제공

단

∙다양한 개별 포털 별 데이터 운 환경과 원천데이터 형태, 

반출 가능 형태 모두를 고려해야 함(개별기  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 만 연계 가능)

  - 공공데이터 포털과 목록-데이터 체계, 메타데이터 항목 

등이 동일해야 하므로, 연계 이 에 사  연계 의 

필요 

  - 개별 포털  공공데이터 포털 메타데이터 항목을 매핑

시켜야 하기 때문에, 개별 포털에서 추가 정보(메타데

이터) 제공 필요

  - 개별기 에서 데이터를 유입하는 구조이므로, 공공데

이터 포털에서 데이터 심의 반려 시 피드백 제공 어려움

∙개별 포털 고유한 부가 서비스 등을 모두 구 하기 어려움

∙데이터 세트 외에 이용자 피드백 등 추가 연계를 한 

노력 필요

∙공공데이터 포털 선등록에 한 기  조 어려

움 상

∙기 이 보유하고 있지만,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미등록된 데이터 발생 가능(정보공개 데이터를 

기계 독이 가능 한 형태로 환 후,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을 허용하면 미등록 데이터 발생 가능

성을 낮출 수 있음)

∙개별 포털들의 데이터 특성을 모두 반 하기 어

려움

∙공공데이터 포털에 문제 발생 시 체 서비스가 

단됨

∙공공데이터 포털이 모든 데이터에 한 백업과 

보존 책임을 가짐으로써 운 인력, 하드웨어 인

라 등 부하가 심함

<표 5> 데이터 연계 시 상향식, 하향식의 장․단

보장하면서 개별 포털과 원활한 연계까지 고려

해야 한다. 

이런 고려사항까지 모두 감안하면, 재 공공

데이터 포털과 개별 포털 연계는 상향식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향식도 불가능한 것

은 아니지만 하향식이 갖는 가장 큰 단 은 단기

간에 구축이 어렵다는 이다. 한, 이미 공공

데이터 포털과 개별 포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의 보 소와 서비스 시스템으로 데이

터를 통합 운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

다. 시간뿐만 아니라 기존 서비스가 갖는 이기종 

데이터, 운 방안 등을 모두 일원화해야 하기 때

문에 안정 인 서비스 운 과 고유 데이터 특성

을 모두 반 하기 어렵다. 사실상 데이터 동기화

에 있어서 하향식 방안은 구 하기 어렵다. 반면 

상향식은 기존 공공데이터 포털과 개별 포털 모

두를 유지하면서 체 데이터에 한 통합검색

을 만들기에 가장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개별 포털 기간 정보 시스템 상

황에 따라 다양한 연계방식을 고려해야 할 필요

는 존재한다. 즉, 상향식, 하향식 모두 고유 장

과 단 을 갖고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포털 간의 

데이터 연계를 고려할 경우에는 상향식 데이터 

연계가 가장 한 근 이라 할 수 있다. 단, 

상향식으로 데이터를 연동하더라도 장기 으로 

표 화와 정책, 교육 등은 하향식 방식을 선택하

는 것이 필요하며, 상향식 연동의 경우도 단계별

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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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단계별 추진방안

단기 으로 상향식 데이터 연계를 고려했을 

때 필요한 단계별 추진방안은 <표 6>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표 6>은 단기 으로 추진 가능한 상향식 데

이터 연동 방식의 단계별 추진방안이다. 첫 번

째 단계는 데이터 연동 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개별 포털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기반 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태이지만 데이

터 연계를 해서는 별도 기술  조치가 필요

하다. 기술  조치를 해서 개별 포털은 별도 

개발비를 포함한 투자가 필요하다. 데이터 연

동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API를 활용하고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웹 크롤링이다. 가장 안

정 이고 일반 인 방법은 API를 활용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단 이는 기술 인 에서 

권장 사항으로 개별 포털 상황과 공공데이터 

포털 시스템 연계를 한 산 황 등에 따라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 다시 말

해 API로 연동을 추진하는 것이 안정 인 방

안일 수는 있지만, 개별 포털 상황을 고려하고 

빠른 시간에 구축을 목표로 할 경우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1차 연동방안은 

웹 크롤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웹 크롤

링과 API 방식을 일반 인 운 환경을 고려해

서 간단히 정리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크롤링 경우에도 개별기  보안 설정 등을 함

께 논의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근을 허용

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은 필요하다. 웹 크롤링

을 수행할 경우 개발 혹은 별도 상용 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 공통으로 단순히 CSS selector

를 사용하기보다는 DOM 기반의 콘텐츠 확장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크롤링 방식이 

갖는 가장 큰 단 은 해당 웹사이트 구조가 변

경될 경우 해당 코드를 재작성해야 한다는 

이다. 즉 장기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 한, 연

계하고자 하는 상 사이트 별로 별도 코드를 

개발하고 연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구축 시 에서 어려움도 크고, 향후 리 측면

에서도 연계 상 숫자만큼 어려움이 증가한다

고 볼 수 있다. API의 경우도 연계 후 운  안

단계 추진내용

1단계: 데이터 연동 표 방식 결정

∙개별 포털 황분석을 통해 공공데이터 포털로 연계 가능한 기술  방식 검토

( : 웹 크롤링, API 연계 등 가능성 검토)

∙각 개별 포털 기술환경 조사

2단계: 메타데이터 황분석
∙개별 포털별 메타데이터 황 조사(공공데이터 포털 표  비 황분석)

∙연동을 한 기술  조치 방안 수립

3단계: 운  인 라 확충
∙개별 포털 연동을 한 연동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웹 서버 확충

∙개별 포털별 API 설치

4단계: 데이터 반입 확인(시범) ∙시험 서버 등을 통해 개별 포털 데이터 반입  결과 확인

5단계: 서비스 개시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시(공공데이터 포털은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세트에 

한 근 URL 정보만 제공)

<표 6> 상향식 데이터 연동의 단계별 추진방안



 공공데이터 포털과 개별 포털 간의 데이터 연계방안 연구  265

웹 크롤링 API

정의

∙웹 사이트 혹은 특정 웹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로세스(수집과 분류)

∙응용 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 체제

나 로그래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일반 으로 동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다른 애

리 이션의 개발을 허용하는 수단

방식

∙수동 수행 혹은 별도 소 트웨어 도구 활용

∙특화된 소 트웨어 활용이 안정 이며, 필요한 부가기

능 제공

∙API 제공기 에서 별도 개발  제공

특징

∙웹의 모든 데이터 추출(개방된 모든 데이터 근, API

보다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가능성이 있음)

∙매우 일반 이며 거의 모든 웹 사이트에서 API를 만드

는 데 사용할 수 있음

∙데이터를 API로 사용할 수 있는 JSON 일로 변환할 

수 있음

∙해당 웹페이지 html 구조에 맞게 코드를 작성해야 

하며, 정제를 한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음

∙해당 사이트, 페이지 구조가 변경될 경우 코드 수정 

불가피

∙해당 사이트 정책에 따라 부하에 따른 차단 가능성 존재

∙API는 해당 데이터 세트의 소유자에 의존(운

방식, 요 , 개방 데이터 정보 양 등)

∙원하는 데이터에 직  근(제공된 데이터에 

한 근)

∙빠른 시간에 정제 형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사용에 따른 법 ․윤리  문제가 거의 

없음

∙별도 운 조직 등 필요

∙회원가입, 등록 차가 복잡할 수 있음

∙API별로 사용법이 상이하여 별도 노력이 필요

할 수 있음

<표 7> 웹 크롤링과 API 비교

정성 확보나 보안 측면에서 장 이 뚜렷하지만 

회원가입, 등록 차가 복잡할 수 있고, API별

로 사용법이 상이하여 별도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단 도 존재한다. 사실 크롤링 방식은 

운 형태로 보면 하향식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를 상향식으로 분류한 

이유는 여 히 데이터의 생산 주체는 개별 포

털이라는  때문이다. 크롤링은 개별 포털 노

력을 최소화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이 단기간에 

비용으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한 최선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최종 으

로 제안하는 데이터 연계 방안은 API 기반 연

계이다. 

두 번째는 메타데이터 황분석이다. 각 개

별 포털 별로 리와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분석하는 단계로 공공데이

터 포털에서 표 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

터와 차이를 분석한다. 조사 후에는 연동을 

해 필요한 기술  조치 방안도 함께 수립할 필

요가 있다. 크롤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 메타데이터를 표  메타데이

터로 활용하면 된다. 만약 API로 데이터 발송

한다면 개별 데이터 메타데이터 용어를 그 로 

사용하고 공공데이터 포털 리시스템에서 이

를 표  메타데이터로 변환하는 방식과 개별 

포털에서 데이터 발송 시 표  메타데이터로 

변환하는 방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

기 으로는 개별 포털 운  시 공공데이터 포

털에서 사용하는 표  메타데이터로 데이터베

이스를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운  인 라 확충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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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상의 규모와 방식이 결정된 후 기간 인

라인 연동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웹 서버

를 확충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는 데이터 반입 확인 단계로 시험 서

버를 활용해서 개별 포털 데이터 반입과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결과 확인은 양과 질 모두

를 포함해야 한다. 양은 개별 포털과 연계한 데

이터가 모두 반입되었는지 여부이며, 질은 표

형식에 맞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실 서비스 수

행  안정성을 모두 확인하는 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단계인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최종 연동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메타데이터 정보와 해당 데이터 세트

에 한 근 URL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데이

터는 개별 포털에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안이 향후 재 형

태를 그 로 유지하기 한 방안은 아니다. 따

라서 실제 서비스를  단계처럼 추진한다면 이

용자에게 향후 서비스 방식, 연계 방식을 변경

할 수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공공데이터 개방은 단순히 투명한 정부 유지

를 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데이터 세트

는 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요한 자원이다. 규모 고품질 데이

터 세트는 개인보다는 국가가 생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나라 정부들은 공공기

에서 구축한 다양한 데이터를 개방하기 한 

노력을 지속 으로 기울이고 있다. 한, 부

분 국가들이 해당 공공데이터에 한 일원화된 

근경로 제공을 해 데이터 포털을 운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데이터 포털이 존재한다. 

데이터에 한 요성이 높아지면서 앙정부

뿐만 아니라 하  정부 부처인 소속 기 , 산하

단체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데이터 개방을 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에 한 공 처

가 많아지고 있다는 은 정 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 확보를 해 다양한 경

로를 탐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행

정안 부가 개별 데이터 포털 정비방안을 추진

한 배경도 이러한 향이 크다 할 수 있다. 문제

는 이를 실 하기 한 효율 인 방안을 찾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과 개별 포털

이 데이터 연계를 한 방안을 찾고, 수행 차를 

단계별로 제안하 다. 이미 공공데이터 포털은 

자체 인 표  운 방식과 연계방식이 존재하지

만 미국, 국, 랑스 데이터 포털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한국과 비교하 다. 한, 개별 포털들

이 연계 후에도 안정성을 갖고, 공공데이터 포털

에서도 산문제, 운  안 성, 단기간 내 구축 

등 다양한 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 다. 사례조사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

국, 국, 랑스 공공데이터 포털 데이터 연계

방식은 상향식임을 확인하 다. 물론 이는 데이

터 연계 시 정책이며 데이터 표 화와 운 에 있

어서는 하향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데이터 연계를 상향식으로 추진하고, 실제 구축

하기 해서는 단계 인 근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이를 5단계로 나 어 데이터 연동 표

방식 결정, 메타데이터 황분석, 운  인 라 

확충, 데이터 반입 확인, 서비스 개시로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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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은 사례조사와 정

부 정책 결정에 따른 단기간 사업추진 필요성을 

감안한 부분이 가장 크다. 때문에, 장기 으로 

다양한 데이터 포털들과 연계에도 용할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국

내․외 다양한 데이터 정보원으로부터 데이터 

반입과 리, 서비스를 해서는 다양한 사례연

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데이

터 연계 경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해결방식

을 꾸 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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