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세계적으로 전자정부가 도입되고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이

를 활용한 많은 민간서비스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김

구, 2017b).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OECD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2회(2015년, 2017년) 연

속 개방수준 1위 국가, WWW 재단의 ODB(Open Data 

Barometer) 평가에서도 캐나다, 영국, 호주에 이어 4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5년간 공공데이터 부분에서 가장 발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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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13년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의 수준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

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다. 행정데이터의 70～80% 이상은 위치와 관련된 정보이

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역시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일데이터, 오픈API, 표준데이터 형식으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자료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이 중 특히 위치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포털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황분석을 통해,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종류, 정보수준,

형식 등을 결정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데이터 관리주체의 다원화, 데이터에 적합한 제공형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간정보의 이용측면에서는 위치참조체계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위치참조체계를 변환을 위한 통합적인

API 개발 및 특수한 위치참조체계에 대한 처리 방안의 모색 등이 강구되어야 함을 발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요어 : 공공데이터포털, 위치정보, 파일데이터, 오픈API데이터, 표준데이터, 위치참조체계

Abstract : Since the Korean open data portal service was launched in 2013, the level of data openness has expand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and numerous applications using open data portal have been developed. Since
70-80% of administrative data is location-related information, most of portal data also have spatial information.
This study proposes spatial data improvement schemes of open data portal. To do this, at first, the 3 data types(file
data, open API data, standard data) provided by open data portal was analyzed, and then status and problems 
of spatial data in portal were analyzed. Through status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some improvements schemes.
At first, a system for determining the data type, information level, and format of data should be establishe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data management institution and examine relevance of the data format. At
last, in terms of the use of spatial information, the exact information of reference system should be provided
and an integrated API for transforming the location reference system should be developed, and the handling
process of irregular location reference system should be examined.
Key Words : Open data portal, Spatial data, File data, Open API data, Standard data, Location referenc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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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로서 공공데이터의 리더 국가로 평가되었다(전자신

문, 2018).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은 공공기관이 생

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

하고 있다. 2013년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가 시작되어 현

재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의 수준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

은 어플리케이션에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8). 학술연구 측면에서는 공공데이터가 행정정보를 이

용하여 생성된 만큼 공공데이터의 서비스 수준 또는 공공

데이터 개방정책 등에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김지혜, 

2016; 김구 2017a; 윤상오·현지우, 2019).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는 공간정보와 관련한 데이터포털인 국가공간정보포털

(nsdi.go.kr)을 개설하여 지도, 지적, 부동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나라부동산포털(onnara.go.kr)과 같은 

공공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밸류맵(valuemap.com), 

호갱노노(hogangnono.com)와 같은 국가공간정보포털 

자료를 이용한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

되고 있다. 행정데이터의 70~80% 이상은 위치와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국토교통부, 2018) 공공데이터 역시 위

치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

서 공공데이터포털의 자료는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그 활

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술연구 측

면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강영옥·김현덕, 2014; 연성현 등, 2015; 박춘수, 2016; 김

의명 등, 2019),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공공데이터포털의 자료가 공간정

보 활용 측면에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

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후, 이 중 특히 위치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공데이

터 포털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간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양적, 질

적 확대를 물론 데이터의 유지 및 관리 측면과 이용 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공공데이터포

털의 데이터를 공간정보로 활용함에 있어서의 문제점 파

악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제공 형식에 따라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 데이터로 나누어 각각 다운로드나 

활용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전

국단위 표준데이터 108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의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측면

과 위치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의 관리 측

면에서의 공공데이터포털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공공데이터포털의 현황

공공데이터포털은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공공기관에

서 보유한 원천데이터에 대한 개방요구가 증대되는 현실

을 반영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서비스 차원과 그리

고 공공데이터가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일자리 창출 차원 등의 배경에서 추진되게 되었

다(행정안전부, 2018). 특히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 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2014년 11월 공공데이터 개방표준이 제

정되는 등 법적인 기반이 정비되었고 정책적으로도 제1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수립(2013년 12월)된 이후 매년 공

공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되고 있다. 공공

데이터포털은 지난 5년간 양적으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건수와 다운로드 수 등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표 1), 

질적으로도 활용가치가 있는 데이터의 개방이 확대되거

나 실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공공데이터포털의 오

픈API 데이터를 이용한 민간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다양

표 1.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의 확대

2013년 말 2018년 9월말 비고

데이터 개방 건수 5,272 25,184 4.7배 확대

다운로드 수 13,923 6,469,895 464.6배(누적)

공공데이터 이용 민간서비스수 42 1,745 41.5배

오픈API 데이터 개방 건수 554 2,533 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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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에서 개발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

2019년 6월말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수록 현황

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937개 데이터 제공기관을 13개로 

구분하고(표 2), 제공기관별 공공데이터포털에 수록된 파

일데이터와 오픈API 데이터 건수를 조사하였다(표 3). 총 

937개의 공공기관에서 9,589건(파일데이터 25,507건, 오

픈API 3,082건)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초지

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순으로 데이터 

제공 건수가 많다.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파일데이터를 조사하였다. 파일데이터는 일정한 시기에 

등록기관이 데이터를 직접 등록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데이터 다운로드가 용이하고 .csv 등 스프레드시트 형태

의 자료가 전체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다

음과 같이 사항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데이터의 활용성이 모호한 데이터가 상당수 존재

하였다. 파일데이터의 다운로드 건수가 1건 이하인 경우

도 600여건 존재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

에서 제공한 데이터였다. 이런 데이터는 단순 행정 정보를 

나타내는 간단한 데이터로 행정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만 공공데이터포털

의 데이터로서 활용성을 고려했을 때, 직접 활용 가능한 

표 2. 공공데이터 제공기관 구분

제공기관 분류 기관 정의 예시

자치단체_기초 기초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라남도 영광군

자지단체_광역 광역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행정기관_중앙 중앙정부의 행정기관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공기업, 공사, 공단 공기업, 공사, 공단 (주)강원랜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관련기관 연구원, 연구소 등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행정기관_중앙산하 중앙행정기관의 산하 행정기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

공공기관_중앙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기관_기초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 강릉관광개발공사, 수원도시공사, 창원시설공단

공공기관_광역 광역자치단체의 공공기관 경남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교육_기초 광역 교육청 산하 지원청 및 도서관 충남교육청 충남태안교육지원청, 전남교육청 나주공공도서관

교육_광역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정북도교육청

입법, 사법 국회 및 헌법재판소 국회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

기타 기타 국립암센터, 독립기념관, 예술의전당, 한국은행

표 3. 공공데이터 제공기관별 데이터 제공 건수

제공기관 분류

파일데이터 오픈API 총계

기관수
기관수 

비율(%)

데이터

건수

건수 

비율(%)
기관수

기관수 

비율(%)

데이터

건수

건수 

비율(%)
기관수

기관수 

비율(%)
건수

건수 

비율(%)

자치단체_기초 228 24.3 18,703 70.6 40 15.3 968 31.4 228 23.7 19,671 66.5

자지단체_광역 17 1.8 2,359 8.9 17 6.5 524 17.0 17 1.8 2,883 9.7

행정기관_중앙 55 5.9 1,503 5.7 30 11.5 557 18.1 55 5.7 2,060 7.0

공기업, 공사, 공단 94 10.0 1,275 4.8 44 16.9 342 11.1 95 9.9 1,617 5.5

연구관련기관 96 10.2 525 2.0 37 14.2 232 7.5 101 10.5 757 2.6

행정기관_중앙산하 87 9.3 454 1.7 37 14.2 176 5.7 95 9.9 630 2.1

공공기관_중앙 48 5.1 384 1.4 24 9.2 119 3.9 52 5.4 503 1.7

공공기관_기초 76 8.1 419 1.6 5 1.9 34 1.1 76 7.9 453 1.5

공공기관_광역 36 3.8 321 1.2 14 5.4 91 3.0 39 4.1 412 1.4

교육_기초 162 17.3 272 1.0 1 0.4 1 0.0 162 16.8 273 0.9

교육_광역 17 1.8 81 0.3 2 0.8 3 0.1 17 1.8 84 0.3

입법, 사법 0.0 0.0 4 1.5 18 0.6 4 0.4 18 0.1

기타 21 2.2 211 0.8 6 2.3 17 0.6 21 2.2 228 0.8

총합계 937 100.0 26,507 100.0 261 100.0 3082 100.0 962 100.0 29,58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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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수록한 파일데이터는 지

방자치단체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 데이터를 수록한 지

자체와 수록하지 않은 지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

의 통합적인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셋째, 공공기관마다 제공해야할 데이터의 종류와 수준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방경찰청의 경우에도 지방경

찰청마다 제공하는 데이터의 종류가 상이하였고, 국립대

학의 경우 전국 국립대학 중 4개 대학만이 연구 장비 등 극

히 일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생

성한 자료를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취지에 적합하

도록 기관별 제공할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에 수록될 자료

의 속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다음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수록된 오픈API 데이터 내

용을 직접 조사한 결과 파일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활용성

이 모호한 데이터가 존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데

이터 수준이 상이하며, 공공기관마다 제공해야할 데이터

의 종류와 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여기에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오픈API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다수의 데이터가 

존재하였다. 오픈API는 변화가 많아서 업데이트가 빈번

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일반적인 현황자료, 공지사항 등을 오픈API 데이터 등록

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둘째, 오픈API 등록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

가 있다. 오픈API는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순히 자료를 수록한 파일데이터와

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오픈API를 이용하여 

제공받을 자료의 갱신주기, 서비스개발 내역, 요청메시지 

명세, 응답메시지 명세 등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

다. 하지만 실제 공공데이터포털에 수록된 오픈API 데이

터 중 상당수는 이를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 이를 반증하

듯 오픈API 데이터 등록건수 상위10개 기관을 살펴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이들 데이터

가 오픈API의 취지에 맞게 구성되어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표 4).

III. 공공데이터포털의 위치정보 현황

1. 파일데이터의 위치정보 현황

파일데이터의 다운로드 기준 상위 20개 데이터 중 시도 

또는 시군구 통계를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가

진 데이터는 상가(상권)정보, 교통사고정보, 부동산지적

정보, 제주도유동인구현황(관광객)의 4종이었다(표 5). 4

종의 데이터는 지번, 도로명, 경위도, 직각좌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교통사고통계, 전

국산업단지현황통계, 범죄발생지(지역별), 공장등록현

황통계정보, 해외진출한국기업DB 등은 지역별 통계 수준

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데이터별 세부적

인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간의 상가(상권)정보 데이터는 23

개의 파일을 수록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연도별/분기별 

상가업소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상가업소정보 중 공간정

표 4. 오픈API 데이터 등록 상위 10개 공공기관

데이터 

범주

제공기관

공공

행정

과학

기술
교육

교통

물류

국토

관리

농축

수산

문화

관광
법률

보건

의료

사회

복지

산업

고용

식품

건강

재난

안전

재정

금융

통일

외교

안보

환경

기상
합계

경기도 광명시 32 2 58 27 136 90 43 90 1 23 2 48 552

경기도 9 11 12 7 6 14 11 12 22 7 7 1 18 137

부산광역시 6 2 14 5 2 12 9 4 3 2 7 18 84

행정안전부 37 1 1 3 4 34 80

국토교통부 4 2 13 39 4 4 1 3 3 6 79

울산광역시 7 1 4 11 2 22 7 7 2 7 4 74

전라북도 전주시 5 1 1 9 3 1 13 4 5 4 5 1 2 54

경상북도 김천시 6 1 3 1 7 2 7 2 1 12 4 2 4 52

산업통상자원부 39 7 46

국방부 4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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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상가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가의 위치는 지번

주소, 도로명주소, 경위도좌표로 제공되어 이용에 큰 문제

는 없었다. 데이터 중 상권별 업종 밀집통계는 상권내의 

업종의 밀집현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인데, 이 통계는 

상권명칭을 기준으로 통계 값을 제공하고 있으나 상권명

칭(상권번호)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폴리곤 좌

표가 존재하지 않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었다. 공공데이

터포털 검색 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한 공

공데이터포털의 오픈API 상가(상권)정보에서 지정상권

의 영역을 호출할 수 있는 별도 API가 존재하였다. 데이터 

이용 측면을 고려할 때 파일데이터의 상가(상권)정보에도 

상권의 폴리곤 영역을 정의한 데이터가 같은 위치에 존재

하여야 데이터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교통사고정보 데이터를 

살펴보았다. 교통사고정보 역시 파일데이터와 동일한 명

칭의 오픈API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었다. 교통사고정보 

데이터는 2012년 이후 사고종류(무단횡단, 스쿨존, 보행

자 등)에 따른 다발지 및 사망사고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

며 사망사고의 위치는 UTM-K 좌표와 경위도좌표로 제공

하고 있다. 또한 사고다발지는 명칭과 코드를 부여하고 폴

리곤 정보 역시 경위도로 제공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이 용

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지적정보는 삼각점, 연속지적도, 

법정동, 동리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공간정보

포털(NSDI)의 파일데이터로 연결되는 데이터이다. 시기

별 변동데이터와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전체데이터 형태

로 제공되며 주로 GIS 대표 파일 포맷인 .shp 파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Bessel 타원

체 기준의 횡메르카토르투영법(TM)사용하고 있고, 전국

을 연속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중부원점 기준의 단일직

각좌표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단위 단일직각좌표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UTM-K와 달라, 

실제 데이터 이용에서는 좌표계 변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물론 지적관련 정보가 종전부터 Bessel 타원체 기준의 TM

투영법으로 기존에 제작되었던 것을 감안하고, 좌표변환

에 의해 현재 사용하는 GRS80 타원체 기준의 UTM-K 단일

평면직각좌표계로 변환이 용이하다 하더라도 공공데이

터 활용측면에서 부동산지적정보의 좌표계를 현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경우 ‘국가공간정보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의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제8조에 의해 

UTM-K를 사용하기로 정한 바 단일평면직각좌표의 경우 

표 5. 다운로드 수 기준 상위 20개 파일데이터

순위 통계명 기관 다운로드 파일(링크)수 위치참조체계

1 교통사고통계 도로교통공단 58,075 127 시도, 시군구 통계

2 상가(상권)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6,421 23 지번, 도로명, 경위도, 상권ID

3 교통사고정보 도로교통공단 40,760 26 UTM-K, 경위도

4 건강검진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32,841 18

5 부동산지적정보 국토교통부 31,817 9 단일원점직각좌표(TM중부 Bessel)

6 뉴스빅데이터분석정보 한국언론진흥재단 29,955 135

7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28,900 72 시도별 통계

8 진료내역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6,136 18

9 문화유산3D프린팅데이터 문화재청 25,484 191

10 범죄발생지(지역별) 경찰청 22,232 5 시도별 통계

11 제주도유동인구현황(관광객) 제주특별자치도 19,392 95 지번, 고유그리드

12 공장등록현황통계정보 한국산업단지공단 18,978 72 시도별 통계

13 해외진출한국기업DB KOTRA 17,144 3 국가(지역)별 현황

14 중앙행정기관주요직위관련정보 인사혁신처 16,867 36

15 설문조사데이터현황 한국행정연구원 15,783 187

16 수산물위판정보 해양수산부 15,660 142

17 농식품백과사전 농정원 14,982 20

18 전국전주전산화번호 한국전력공사 14,488 40

19 국가산업단지산업동향정보 한국산업단지공단 14,041 141 시도별 통계

20 신규민간아파트분양가격동향 주택도시보증공사 13,576 87 시도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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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M-K를 수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정재준 등, 2013).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도유동인구(관광

객) 데이터는 2013-2015년 사이 월별/시간대별/성별/연

령별로 지번단위 또는 그리드 단위의 유동인구를 조사한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의 공간적인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서는 지번을 공간상의 좌표로 변환하는 방법 또는 그리드 

데이터의 위치참조체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 지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좌표제공 API(www.juso.go.kr)를 활용하

여 지번을 UTM-K 좌표로 변환할 수 있고, 그리드 데이터

의 경우 위치좌표가 국가지점번호좌표에 따라 제공되고 

있으나 국가지점좌표계에 해당하는 UTM-K 좌표를 별도

로 제공하고 있어 이용 상의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데이

터 제공의 단위가 처음부터 국가지점좌표계를 사용하지 

않고, UTM-K 좌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오픈API 데이터의 위치정보 현황

오픈API 데이터의 경우 파일데이터에 비해 자료건수는 

적다하더라도 활용빈도가 매우 높고, 이를 활용하여 수많

은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민간 영역의 서비스 개발과 관련이 

매우 깊다. 오픈API 데이터 활용신청 상위 20개 중 16개 데

이터는 위치정보를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표 6). 오픈API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이용에 대한 활

용신청을 하고 해당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한 인증키를 발

급받아 이용하여야 한다. 활용신청 상위 20개 데이터의 활

용신청과 인증키 사용여부를 검색한 결과 4가지 유형이 

존재하였다. 첫째, 활용신청으로 해당 세부 자료를 모두 

이용할 수 있기도 하는 경우(서울특별시지하철정보 등), 

둘째, 세부 자료마다 별도의 활용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실거래가정보 등), 셋째, 해당기관으로 링크가 되어 직접 

해당기관에 활용신청 및 인증키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환율정보 등), 마지막으로 활용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

도 되는 경우(성범죄자지역별통계 등)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1) 환경 및 기상관련 데이터

활용신청이 가장 많은 대기오염정보조회 서비스(순위 

1)는 시도나 시군구별 측정정보를 나타내거나 특정지점

표 6. 활용신청 수 기준 상위 20개 오픈API 데이터

순

위
통계명 기관

활용신

청건수

자료

수

대표자료

위치참조체계
자료명

활용

등록수

1 대기오염정보조회서비스 한국환경공단 16,960 1 대기오염정보조회서비스 124 주소, TM, 경위도

2 동네예보정보조회서비스 기상청 14,277 1 동네예보정보조회서비스 86 람베르트투영격자, 행정동

3 실거래가정보 국토교통부 14,219 12 아파트매매실거래상세자료 28 법정동, 지번

4 국내관광정보서비스 한국관광광사 12,878 9 국문관광정보서비스 260 경위도, 주소

5 행정구역도 국토교통부 12,448 5 시군구 다양

6 환율정보 한국수출입은행 11,466 1 환율정보서비스 2

7 서울특별시지하철정보 서울특별시 11,410 13 지하철실시간도착정보 13 TM

8 노선정보조회서비스 서울특별시 8,576 1 노선정보조회서비스 24 경위도

9 버스위치정보조회서비스 서울특별시 8,373 1 버스위치정보조회서비스 26 경위도, TM

10 성범죄자지역별통계 여성가족부 7,316 1 성범죄자지역별통계 시도통계

11 서울메트로지하철정보 서울교통공사 6,972 9 노선별지하철역검색 2 경위도, 콩나물좌표

12 상권분석서비스정보 서울특별시 6,319 16 서울시골목상권정보 상권 id, 상권중심 TM

13 영화정보DB 영화진흥위원회 5,533 1 영화정보Open-API 4

14 세부지역별기상관측정보 기상청 4,975 2 방재기상관측자료월값 경위도

15 지상기상관측정보 기상청 4,311 4 종관기상관측시간자료 경위도

16 생활안전정보 행정안전부 3,977 8 보건안전 1 래스터지도

17 병원약국찾기정보 건강보험심평원 3,882 1 병원약국찾기DB 12 별도API(경위도)

18 농수축산물안심레시피 농정원 3,755 3 레시피재료정보

19 도로명주소조회서비스 우정사업본부 3,516 1 도로명주소우편번호조회 14 주소

20 버스위치정보 국토교통부 3,513 1 버스위치정보조회서비스 24 경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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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변의 실시간 측정소 측정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로 

실제 오픈API의 활용사례가 매우 많고 활용도가 뛰어난 

오픈API 데이터이다. 측정소의 정보나 대기오염정보 조

회는 지번주소, TM 좌표, 경위도 등을 기반으로 조회가 가

능하며, API 활용을 위한 상세설명 등이 매우 자세히 수록

되어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동네예보정보조회서비스(순위 2) 역시 활용성이 매우 

높은 API로 시도나 시군구는 물론 행정동 또는 도로명을 

기준으로 특정지역의 날씨예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이다. 동네예보는 3781개 지역(17개 시도, 250개 시군구

(행정구 포함), 3512개 읍면동(행정동), 이어도 2지역)에 

대해 서비스 되고 있다. 동네예보를 위해서는 먼저 5km 격

자단위로 날씨를 예측하고 해당 격자의 예보 값을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표 7). 

따라서 서울시의 동네예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동일

하고, 종로구 중에서는 창신제1동과 숭인제2동을 제외한 

모든 동네예보 값이 동일하다. 행정구역의 격자 좌표를 지

정하는 방식은 기상청 별도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기상

청의 해당 오픈API 설명문건에 수록된 좌표변환 프로그램 

코드를 분석한 결과,  먼저 지구를 반경 6,371.00877km에 

해당하는 구로 가정하고 표준위선은 북위 30°와 60°이고 

원점의 경위도를 동경 126°와 북위 38°, 원점의 직각좌표를 

동서방향 43, 남북방향 136으로 설정한 람베르트 등각투

영법을 사용하여 직각좌표로 변환한 후 5km 격자마다 직

각좌표를 ±1씩 더하여 직각좌표를 산출하였다. 그런 후 

우리나라의 3단계 행정구역체계에 해당하는 격자를 설정

한 후, 격자의 동네예보 예측 값을 3단계 행정구역의 동네

예보 예측 값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위도를 계산할 

수 있는 직각좌표 또는 도로명이나 지번주소 등의 정보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동네예보를 서비스 할 수 있다. 하

지만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람베르트 등각투영법을 

이용한 격자좌표는 실용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타원체

를 고려하지 않고 구를 가정했다는 점, 표준위선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

동의 추가와 삭제에 따라 동네예보 격자가 달라질 수 있다

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상청의 세부지역별기상관측정보서비스(순위 

14)의 경우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AWS의 위치정보는 WGS84 기준 경위도로 제공

되고 있으며, 지상기상관측정보(순위 15)의 경우 기상관

측소의 종관기상관측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상관측소의 

위치정보는 없이 기상관측소의 id만을 제공하고 있어, 기

상관측소의 위치정보(경위도)를 가진 별도의 데이터를 이

용하여야 공간정보로 활용이 가능하다.

표 7. 동네예보의 행정구역별 격자좌표 사례

1단계 2단계 3단계 격자 X 격자 Y 경도 위도

서울특별시 60 127 126.9800 37.5636 

서울특별시 종로구 60 127 126.9816 37.570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효자동 60 127 126.9707 37.58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60 127 126.9710 37.57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60 127 126.9840 37.5824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60 127 126.9664 37.5899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60 127 126.9689 37.6025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60 127 126.9612 37.5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60 127 126.9641 37.569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60 127 126.9869 37.57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2.3.4가동 60 127 126.9911 37.567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6가동 60 127 127.0072 37.569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60 127 127.0064 37.5742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60 127 127.0026 37.58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제1동 61 127 127.0185 37.567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제2동 60 127 127.0130 37.57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제3동 60 127 127.0172 37.57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제1동 60 127 127.0177 37.57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제2동 61 127 127.0221 37.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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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관련 데이터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정보(순위 3)는 아파트, 토지, 

업무용빌딩, 연립주택 등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

하는 서비스로 특정기간 동안 법정동 단위로 해당 지역 내

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지번단위로 제공하고 있다(아파트

의 경우 해당동과 층수까지만 공개). 실거래가 정보 API는 

세부 12개 자료를 모두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데이터마

다 활용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최근 부동산 관련 

각종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은 오픈API이다.

행정구역도(순위 5)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브이월드(vworld.kr)의 오픈API 서비스로 연결되기 때문

에 브이월드에서 별도로 활용신청을 하고 인증키를 발급

받아야 한다. 브이월드에서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2D지

도, 3D 지도, 배경지도를 비롯하여 WMS(Web Map Service), 

WFS(Web Feature Service) API 등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경위도, 직각좌표, 단일원점직각좌표 등 다양한 좌표계를 

이용하여 지도를 서비스하고 있다.

3) 교통관련 데이터

서울특별시 지하철정보서비스(순위7)는 지하철 역사, 

출도착, 환승정보 등 다양한 지하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data. 

seoul.go.kr)의 인증키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서비스 중 

공간정보 활용측면에서는 TM좌표 기준 주변역을 탐색하

는 기능 등이 제공되고 있다. 비슷한 서비스 중 서울메트

로지하철정보(순위11)의 경우 지하철역 위치 정보를 경위

도와 콩나물맵좌표로 제공하고 있다.

 버스정보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노선정보서비스(순위

8) 중에서는 노선버스의 위치정보를 경위도(WGS84 및 

GRS80)로 제공하고 있으며, 버스위치정보조회서비스(순

위9)에서는 정류소와 버스의 위치정보를 TM과 경위도로 

제공하고 있다. 반변 순위 내에는 없지만 경기도 버스위치

정보조회 서비스에서는 정류소의 위치를 WGS84기준 경

위도로, 버스의 위치는 정류장 id로 서비스하고 있다. 또

한 국토교통부의 버스위치정보(순위 20)의 경우 버스와 

정류장의 위치 모두 WGS84기준 경위도로 서비스하고 있다.

4) 지역정보관련 데이터

국내관광정보서비스(순위 4)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 

관광지에 대한 위치기반 조회를 비롯한 각종 조회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문을 비롯하여 영문, 중문(번체), 

중문(간체), 일문, 독어, 불어, 서어, 노어 등 총 9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경위도 등 위치를 기반으로 

한 관광지 검색이나 시군구내의 관광정보를 검색하는 지

역기반 관광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상권분석서비스(순위 12)의 경우 골목상

권의 매출, 유동인구, 소득소비 등 각종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 역시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을 통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열린

데이터광장을 통해 데이터를 검색한 결과 개별골목상권

의 중심점 위치(TM 좌표)와 속성정보만 제공받을 뿐 골목 

상권의 공간적 범위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는 없

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 별도로 서울골목상권

(golmok.seoul.go.kr)을 통해서 지도상에 표시된 상권의 

공간적 범위 및 각종 속성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데이터

를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어 오픈API의 원래 취지에 맞게 

상권데이터를 이용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5)기타분야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정보(순위 16)는 보건, 치안, 산

업, 재난, 사고, 교통 등 분야의 안전지도를 이미지 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로 경찰청과의 협약(보안관리법)에 의하

여 추가적인 자료제공(벡터, 원시자료, 속성자료)이 되지 

않아, 단순히 정보를 이미지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활

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약국찾기(순위 17)는 단순

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로 연결될 뿐 아무런 

정보를 찾을 수 없었으며, 별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정보서비스와 약국정보서비스 오픈API를 이용해 위

치기반 병원과 약국의 검색이 가능하였다. 이 두 서비스에

서는 병원과 약국의 취리를 경위도좌표와 주소를 기반으

로 제공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도로명주소조회서비스(순위 19)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5

자리 우편번호와 종전의 지번주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표준데이터 위치정보 현황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2019년 6월말 현재 파일데이터 

중 108개 항목의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표준데이터로 지

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명칭은 모두 전국□□표

준데이터로 명명되었다(표 8). 표준데이터를 직접 다운로

드 받아 조사한 결과 표준데이터를 공간정보 및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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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공공데이터포털의 표준데이터 목록

분류
데이터명

(전국□□표준데이터)

조회

수

전체

조회

순위

주요정보
데이터

수량

위치

정보1

위치

정보2

등록

기관수
위치정보 현황 및 점검내용

공공

행정

공중화장실 918 8 장소, 개방시간 34,410 경위도 주소 246

무인민원발급 764 12 장소, 운영시간 4,684 경위도 주소 229

공공시설개방 721 14 운영시간, 요금 5,483 경위도 주소 228

마을기업 693 15 종류, 위치 1,918 경위도 주소 216

사회적기업 644 17 분야, 사업내용 4,175 주소 227

견인차량보관소 318 42 요금, 보관료 104 경위도 주소 96

계약정보 47 79 계약형태, 금액 7 일부 기관의 조달정보

입찰공고 46 81 공고상태, 일자 6 일부 기관의 조달정보

낙찰정보 29 89 개찰, 낙찰결과 17 일부 기관의 조달정보

과학

기술
무료와이파이 686 16 장소, 제공사 24,010 경위도 주소 241

교육

평생학습강좌 1,315 2 강사, 교육일정 25,439 주소 323 종료강좌수록, 현실성 부족

도서관 979 7 유형, 운영시간 3,089 경위도 주소 255

초중등학교위치 31 86 학교명, 위치 11,854 경위도 주소

학교학구도연계정보 22 92 학구ID, 학교구분 13,178 별도 ID 위치정보 필요

중학교학교군 21 94 학구분류, 객체ID 1,538 별도 ID 위치정보 필요

고등학교학교군 20 96 학구분류, 객체ID 61 별도 ID 위치정보 필요

초등학교통학구역 19 97 통학구역, 객체ID 6,821 별도 ID 위치정보 필요

고등학교비평준화지역 18 98 학구명, 객체ID 37 별도 ID 위치정보 필요

교육행정구역 13 107 학구명, 객체ID 177 별도 ID 위치정보 필요

교통

물류

주차장 981 6 장소, 운영요일 12,548 경위도 주소 238

세차장 825 10 위치, 요금 13,953 경위도 주소 204

전기차충전소 561 24 위치, 운영시간 3,104 경위도 주소 195

자전거보관소 515 32 위치, 시설 12,400 경위도 주소 166

렌터카업체정보 274 51 위치, 보유대수 2,042 경위도 주소 140

자건거대여소 257 52 요금, 운영시간 945 경위도 주소 70

자동차정비업체 230 56 종류, 주소 30,989 경위도 주소 181

육교정보 176 58 높이, 편의시설 783 경위도 주소 99

교량 175 60 등급, 높이 12,988 경위도 주소 85

거주자우선주차정보 159 61 구역명, 구역주소 77,647 경위도 주소 38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40 64 장소, 단속구분 7,481 경위도 주소 85

자동차검사소 129 65 유형, 검사진로수 314 경위도 주소 34

과속방지턱 128 66 형태, 높이 17,828 경위도 주소 64

도로안내표지 124 67 일련번호, 표지구분 16,224 경위도 주소 61

도시철도노선정보 110 68 정거장, 운영기관 14 경위도 주소 8

보행자전용도로 107 69 도로폭, 자전거겸용 1,449 경위도 44

도로터널정보 100 70 터널종류, 등급구분 1,419 경위도 주소 77

도시철도역사정보 90 71 역사명, 환승역여부 354 경위도 주소 7

신호등 74 73 신호등번호, 구분 4,741 경위도 주소 33 데이터 부재지역 다수

도로안전표지 71 74 종별번호, 표지설명 6,334 경위도 주소 32

도시철도운행정보 69 75 운행구간, 운행요일 19,938 7 시종점 운행정보만 수록

횡단보도 49 77 교통섬, 점자블록 4,864 경위도 주소 26

일방통행도로 48 78 도로명, 보차분리 740 경위도 34

버스전용차로정보 43 82 종류, 시종점 117 경위도 주소 15

휴게소정보 33 85 종류, 운영시각 245 경위도 주소 12

보행자우선도로 30 87 보호구역, 일방통행 86 경위도 12

졸음쉼터 16 101 주소, 주차가능면수 265 경위도 주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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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공공데이터포털의 표준데이터 목록(계속)

분류
데이터명

(전국□□표준데이터)

조회

수

전체

조회

순위

주요정보
데이터

수량

위치

정보1

위치

정보2

등록

기관수
위치정보 현황 및 점검내용

국토

관리

개별공시지가정보 155 62 공시지가, 표준지 37 NSDI 데이터 연계 

스마트가로등 46 80 형태, wifi기능 13,990 경위도 주소 17

개별주택가격정보 33 83 면적, 가격 주소 22 NSDI 데이터 연계 

법정구역(읍면동)정보 29 88 코드, 동명 NSDI 데이터 연계 

연속지적도형정보 24 91 지번, 지번지목부호 NSDI 데이터 연계 

건축인허가기본정보 17 99 면적, 주용도 별도 API(세움터) 

GIS건물통합정보 14 103 코드, 면적 별도 API(세움터) 

인허가전유공용면적 14 104 위치, 전유공유구분 별도 API(세움터) 

건축인허가주택유형 13 106 구분, 세대수 별도 API(세움터) 

건축인허가대지위치 12 108 대지구분, 번지 별도 API(세움터) 

농축

수산

농기계임대정보 377 37 사업소, 보유대수 307 경위도 주소 131

로컬푸드인증정보 33 84 인증번호, 품목 2,376 주소 9

농수축산물경락가격 20 95 시장명, 경계원표 별도 API 서비스

농수축산물조사가격 14 105 품목, 품종 별도 API 서비스

문화

관광

도시공원 1,951 1 공원유형, 보유시설 17,967 경위도 주소 229

보호수 898 9 지정일, 나무종류 10,878 경위도 주소 213

공연행사 642 18 공연내용, 일정 7,225 경위도 주소 178 종료행사수록, 현실성 부족

전통시장 596 21 시장유형, 개설주기 3,775 경위도 주소 226

길관광정보 578 22 경로, 소요시간 961 경위도 주소 166

박물관미술관 567 23 휴관일, 관람료 1,026 경위도 주소 187

민박/팬션업소 530 29 업소명, 장소 26,901 경위도 주소 178

문화축체 527 30 장소, 일정 1,154 경위도 주소 223 종료행사수록, 현실성 부족

야영(캠핑)장 474 34 주소, 편의시설 2,238 경위도 주소 170

관광안내소 441 35 소개, 운영시간 635 경위도 주소 170

낚시터정보 356 38 어종, 편의시설 842 경위도 주소 124

가로수길정보 348 39 수종, 시종점 6,355 경위도 141

농어촌체험마을 316 43 마을명, 프로그램 1,272 경위도 주소 148

향토문화유적 304 45 유적종류, 소개 2,600 경위도 주소 113

휴양림 294 46 입장료, 숙박정보 157 경위도 주소 104

지역특화거리 292 47 점포수, 길이 260 경위도 주소 101

관광지정보 289 49 편익시설, 소개 417 경위도 주소 115

시티투어정보 145 63 코스명, 탑승장소 273 63 위치좌표부재

등산로 26 90 길이, 난이도 81 6 별도 산림청 API 존재

산정보 21 93 산명, 선정이유 53 별도 API 서비스

보건

의료

금연구역 1,178 4 범위, 과태료 486,193 경위도 주소 225
건물(아파트) 위주,

실내금연구역 비실효성

무더위쉼터 992 5 위치, 냉방시설 46,080 경위도 주소 218

치매센터 546 26 인력, 프로그램 257 경위도 주소 216

건강증진센터 516 31 프로그램, 운영시각 240 경위도 주소 169

사회

복지

어린이집 559 25 유형, 정원수 50,584 주소 228

무료급식소 545 27 급식장소, 급식일 1,324 경위도 주소 198

재활용센터 340 40 센터명, 품목 183 경위도 주소 125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77 57 차량, 슬로프휠체어 106 경위도 주소 103

산업

고용
주요상권현황 15 102 상권명, 상권좌표 별도 API 서비스

식품

건강
푸드트럭허가구역 175 59 사용료, 허용시각 297 경위도 주소 83 기종료 수록, 현실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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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하기 위해 데이터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구 단위로 취합되는 데이터의 경우 모든 시군

구에서 데이터를 등록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간적으로 데이터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

았다. 따라서 데이터 취합을 위해 책임기관, 취합시기 등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등록기관이 광역

지자체, 기초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으로 혼재되

어있는데 이는 시설 또는 정보의 관리기관의 범주에 따른 

분류일 뿐,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지역 내 

전체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

서 특정시점에서 표준데이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공간적 

완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표준데이터는 대부분 주소와 경위도로 위치정보

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경위도가 WGS84 타원체 기준

인지 GRS80 타원체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

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일부 데이터의 경우 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별

도의 위치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학교군

(학군)의 경우 학교군의 위치정보가 객체 ID로만 수록되

어 공간적 범위를 알 수 없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데이

터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표준데이터의 활용측면

을 고려할 때 별도의 위치정보까지를 포함한 데이터가 수

록될 때 데이터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표준데이터를 공간정보차원이 아닌 일반적

인 데이터 차원으로 볼 때, 표준데이터로서 지정할 데이터

의 종류와 자료의 속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연행사, 문화축제 등은 가변적인 데이터로 오픈API 성

격인 자료이나 표준데이터에는 이미 종료된 행사를 수록

한 경우도 많았다. 또한 조달정보 등은 소수 특정기관의 

나라장터 계약, 입찰, 낙찰 정보를 수록한 경우도 많았다. 

IV. 공공데이터 포털의 발전방안

1. 공공데이터 포털의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 측면

공공데이터포털은 위치정보를 가진 공간정보로서의 가

치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

에서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구과정에서 공공

데이터포털에 수록된 파일데이터, 오픈API데이터, 표준

데이터를 실제 제공받아 데이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

공데이터포털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

표 8. 공공데이터포털의 표준데이터 목록(계속)

분류
데이터명

(전국□□표준데이터)

조회

수

전체

조회

순위

주요정보
데이터

수량

위치

정보1

위치

정보2

등록

기관수
위치정보 현황 및 점검내용

재난

안전

CCTV 1,268 3 관리기관, 소재지 170,968 경위도 주소 263

어린이보호구역 817 11 장소, cctv정보 17,567 경위도 주소 207

보안등 728 13 위치, 설치개수 1,555,891 경위도 주소 201

재해위험지구 619 19 재해유형, 지역 1,391 145 ID정보로 위치표현 불가

민방위대피시설 609 20 대피인원, 개방여부 17,065 경위도 주소 201

자동심장충격기 399 36 장소, 시설 별도 API 서비스

지진해일대피소 290 48 유형, 수용인원 9,805 경위도 주소 171

공공시설위험지정정보 286 50 시설유형, 위치 9,142 경위도 주소 99

안전비상벨위치 236 55 장소, 목적 29,602 경위도 주소 144

지반침하정보 68 76 지역상세, 발생규모 190 경위도 주소 36

교통사고다발지역 17 100 발생건수, 사상자 별도 API 서비스

환경

기상

상수도수질검사 536 28 정수장, 판정결과 2,569 주소 141

지정약수터 490 33 위치, 수질검사 1,514 경위도 주소 163

종량제봉투가격 325 41 종류, 처리방식 722 210 지자체(시군구)별 데이터

생활쓰레기배출정보 306 44 배출장소, 요일 2,287 175 지자체(시군구)별 데이터

음식물쓰레기가격정보 251 53 대상, 유형 310 165 지자체(시군구)별 데이터

동물보호센터 246 54 센터명, 동물 181 경위도 주소 138

야생동물구조센터정보 76 72 센터명, 수술실수 37 경위도 주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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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공공데이터의 종류, 포함된 정보수준, 관리주체 

등을 결정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등록 

건수 기준 전체 공공데이터의 약 90%를 차지하는 파일데

이터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취급하는 수많은 데이터 중 어

떤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실제로 등록된 자

료를 검색하면, 단순한 행정적인 자료가 수록된 경우도 많

아 데이터의 품질 또는 관리의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가 많으며 개방에 비해 민간의 활용수준이 떨어지는 문제

점 등도 지적되곤 하였다(정삼철, 2017). 공공데이터포털

에 모든 공공기관에서 등록한 자료의 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등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데이터의 관리주체가 단일기관

에서 복수기관으로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는 데이터 생성기관이 데이터

를 등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주제에 대해 기초지방자

치단체가 등록한 데이터는 기초지방자체단체의 수와 동

일한 23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

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개별등록방식 보다는 시군구-시도, 

또는 시군구-시도-중앙행정기관(공공행정기관)으로 연

결되는 체계를 갖추어 시군구 단위에서는 원데이터를 제

공하고, 시도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취합된 데이터를 

정제 및 가공하여 데이터를 등록할 때 훨씬 사용의 편리성

이 증대될 것이다. 실제 사용빈도가 높은 데이터의 대부분

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 경기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

체의 데이터가 대부분임을 생각할 때 데이터의 관리주체

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터의 성격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가 제공되

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픈API 데이터의 경

우 전술한 바와 같이 업데이트가 잦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적합한 방식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많은 경우도 많다. 공연 

또는 행사 정보 등을 포함하는 표준데이터의 일부는 오히

려 오픈API로 서비스 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경우도 발견

되었다. 따라서 현재 파일데이터, 오픈API, 표준데이터의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의 제공 형식이 적합

한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며, 데이터 유형 및 제공 방

식에 대해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

을 교육하여 향후 데이터 제공시 올바른 유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데이터의 활용신청 순위와 다운로드 건수 관련해

서도 시스템이 점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14년 4월 이

후 매월 공공데이터포털의 파일데이터와 오픈API 데이터 

해당 월, 해당 년도 1월부터 해당 월까지 누적, 2011년부터 

해당 월까지의 누적 활용신청 순위가 엑셀 자료로 공개되

고 있지만 활용 건수가 발표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

는다. 그런데 발표된 활용신청 순위는 공공데이터포털의 

검색화면에 표시된 활용신청 순위와는 다르고, 특히 파일

데이터의 경우 공개된 활용 순위나 활용 건수를 살펴보면 

시군구 지자체 수준의 데이터가 활용신청 순위가 매우 높

은 경우가 많아 활용현황 데이터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

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제작하는 사용

자 입장에서는 활용신청 순위, 다운로드 건수 등은 일반인

의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

서 활용신청 순위와 다운로드 건수 등의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이 시기별로 신빙성 있게 제시될 수 있

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위치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이용 측면

공공데이터포털의 많은 자료는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이용자는 예를 들면 시설의 위치정

보, 특정지역 내 현상의 분포정보 등 공간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공공데이터포털의 자료 중 위치정

보는 크게 행정구역별 정보로 제공되는 경우와 특정 위치

에 대한 포인트, 라인, 폴리곤 정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

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행정구역체계에 근거하여 취

합되거나 생성된 자료는 통계자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

에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위치참조체계가 필요한 위

치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의 대상으로 데이

터 이용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위치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위치참조체계에 대

한 명확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사용하는 위치참조체계는 매우 다양하다. 주소는 지번과 

도로명을 혼용하고 있고, 경위도 좌표체계 역시 WGS84 

기준과 GRS80(ITRF2000) 기준을 혼용하고 있다. 평면직

각좌표계는 국가기본도와 같이 복수원점을 가진 경우 

Bessel과 ITRF2000타원체를 혼용하고 있으며, 원점의 평

면좌표 역시 횡방향으로는 200,000m로 동일하나 종방향

으로는 500,000m와 600,000m를 사용하는 두 경우가 있

다. 단일원점 직각좌표계의 경우 중부원점을 기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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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투영법을 사용하는 경우와 2000년대 국가단일좌표계

로 설정된 UTM-K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다양

한 종류의 위치참조체계가 사용되고 있지만 명확한 좌표

체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위치참

조체계가 단순히 경위도로 언급되어 있을 뿐 WGS84 기준

인지 GRS80 기준인지지 언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평면

좌표역시 직각좌표로만 언급되어 있을 뿐, 타원체, 투영

법, 원점의 좌표 등 위치참조체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도 매우 많다. 따라서 파일데이터나 오픈API데이터가 좌

표정보를 가질 경우 위치참조체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추가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위치참조체계를 변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별도의 

API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소에 대해 UTM-K 

좌표를 생성하는 행정안전부의 API나 별도의 좌표변환 프

로그램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위치참조체계데이터를 원

활하게 변환할 수 있는 API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실제 

API 개발자들의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좌표변환에 애로를 

겪는 문의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위치참조체

계의 변환을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API가 개발되면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중 위치정보를 가진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일반적이지 않은 위치참조체계는 일반적인 위치

참조체계로 변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되, 특수한 좌표체

계 사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명확한 설명을 첨부하거나 

학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메트로지하

철정보의 콩나물맵 좌표는 일반적인 좌표로 변환하여 제

공되어야 할 것이며, 제주도유동인구데이터의 국가지점

번호 역시 일반적 좌표로 변환하거나 국가지점정보에 대

한 명확한 설명을 첨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상청의 동

네예보에서 사용하는 람베르트 정각투영법에 의한 그리

드 좌표는 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지도학적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위치를 나타내는 ID만 존재하고 공간정보가 없는 

경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공간정보를 포

함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학군, 서울골목상

권과 같이 학군이나 상권의 ID만 존재하고 구역 내의 폴리

곤 좌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의 위치정보를 표현

할 수가 없어 데이터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없다. 따라서 별도의 위치정보를 갖는 공간정보의 

경우 반드시 위치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공공

데이터 포털에 데이터가 등록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공공데이터포털은 전자정부의 발전 및 데이터 개방 추

세에 따라 지난 5년간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으

로 발전을 이루었다. 실생활에서도 공공데이터포털의 데

이터를 활용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어 국민

들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이런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중에는 위치정보를 포

함한 데이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데이

터포털의 데이터 중 상당수는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도 측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공공데이터포털의 전반

적인 관리 및 이용 상의 문제점과 공간정보 활용상의 문제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포털의 전반

적인 데이터관리 측면과 위치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

포털 데이터의 관리 측면에서의 공공데이터포털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동데이터포털의 현황과 위치정보를 포함한 공간데이

터포털 데이터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공공데이터포털의 현황을 조사한 결

과 데이터의 활용성이 모호하거나, 기관별 데이터 등록 현

황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되었고, 오픈API 데이터의 경우 

API성격에 맞지 않는 데이터가 존재하고, API 등록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 둘째, 위치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의 

위치정보현황을 파일데이터, 오픈API데이터, 표준데이터

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다양한 공간참조체계가 활용되

고 있으며, 추가적인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존

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공데이터

포털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데이터포털의 

전반적이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는 첫째, 공공데이터의 종

류, 포함된 정보수준, 관리주체 등을 결정하는 체계가 확

립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데이터의 성격에 적합한 형태

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

막으로 데이터의 활용신청순위와 관련해서도 시스템이 

점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치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

터포털 데이터 이용 측면에서 공공데이터포털의 발전방

안으로는 첫째, 위치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위치참조체

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둘째, 위치참

조체계를 변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별도의 API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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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 위치참조체

계는 일반적인 위치참조체계로 변화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되, 특수한 좌표체계 사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명확한 

설명을 첨부하거나 학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추가적인 위치정보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에 추가

적인 위치정보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

데이터포털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일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전반적인 데이터관리 측

면과 위치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의 관리 

측면에서의 공공데이터포털의 현황 및 발전방안을 제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데이터포

털의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데이

터 품질관리 및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공공데이터포털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의 종합적인 공공데이터포털 발전방

안이 제시되고 그에 의해 공공데이터가 생성 및 제공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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