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산업 정책과 미래 포럼 (데이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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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18.2

’18.4

’18.6

’18.8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관련예산
’17년 363억원
‘18년 1,367억원
‘19년 1,2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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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DataMonitor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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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업정부

Demand/
Interested 

(안전, 식품, 
환경, 의료

등)...

Demand
(매출 증대, 
비용 절감, 
고객 니즈
충족 등)...

Supply Supply

-centric 
-engagement

partnership

국가중점데이터
신산업 관련 데이터

데이터 1번가
오픈데이터포럼

창업지원및기업육성.. .

경제·사회적 가치 구현
공공서비스 혁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행정
사회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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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지원

정부혁신계획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국민

수요조사

연구/컨설팅

중앙/지방 협치

민관공동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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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3

2

1

지표별 증빙검토

충족여부 판단

관리수준 판정

등급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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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수요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국민수요가많거나정부의투명성제고를위한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여 우선 개방

•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를 발굴•개방하여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 수행

• AI 데이터 셋 개발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발굴 개발

국민 수요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국민수요가많거나정부의투명성제고를위한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여 우선 개방

•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를 발굴•개방하여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 수행

• AI 데이터 셋 개발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발굴 개발

개방원칙의 대 변혁 (Negative 방식)

• 선별적 개방 >>> 국가안전보장•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만 제외

• 원형데이터 형태로 최대한 국민에게 개방 지속

개방원칙의 대 변혁 (Negative 방식)

• 선별적 개방 >>> 국가안전보장•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만 제외

• 원형데이터 형태로 최대한 국민에게 개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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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문제 해결 및 공공성 강화

• (사회현안지도) 국민과정부가함께사회문제해결을위한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지도(Crowd Mapping) 제작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 개선

•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 복잡한사회문제를국민이

제안하고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 시범

추진(미세먼지, 가뭄 등)

국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문제 해결 및 공공성 강화

• (사회현안지도) 국민과정부가함께사회문제해결을위한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지도(Crowd Mapping) 제작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 개선

•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 복잡한사회문제를국민이

제안하고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 시범

추진(미세먼지, 가뭄 등)

‘사회적 가치’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발굴•개방)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계된 공공데이터

(환경, 복지, 지역사회 등) 발굴•개방 확대

• (활용) 사회적 가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 제고

※ 공공빅데이터분석활성화및빅데이터표준분석모델전국보급•확산

‘사회적 가치’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발굴•개방)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계된 공공데이터

(환경, 복지, 지역사회 등) 발굴•개방 확대

• (활용) 사회적 가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 제고

※ 공공빅데이터분석활성화및빅데이터표준분석모델전국보급•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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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전수조사 기반 개방로드맵 수립을 통한 전면 개방

•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

• 기관 보유데이터 대상 단기•중장기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계획을 수립 중

• 범정부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기반 개방로드맵 수립을 통한 전면 개방

•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

• 기관 보유데이터 대상 단기•중장기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계획을 수립 중

• 범정부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공공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목록 공개

• (데이터맵) 정부 보유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여

데이터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소재지 파악 정보를 제공하고, 연관 데이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관관계를 도식화하여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공개

공공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목록 공개

• (데이터맵) 정부 보유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여

데이터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소재지 파악 정보를 제공하고, 연관 데이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관관계를 도식화하여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공개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 강화

• (개방표준) 수요가 많고 다수기관 공통 보유 데이터의 개방표준 지정 확대

• (오픈포맷) 기계 판독이 가능한 오픈포맷(3단계) 비중 확대

•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제도를 전 기관 확대 시행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 강화

• (개방표준) 수요가 많고 다수기관 공통 보유 데이터의 개방표준 지정 확대

• (오픈포맷) 기계 판독이 가능한 오픈포맷(3단계) 비중 확대

•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제도를 전 기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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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제도 마련

• 데이터에 기반한 범부처 협업을 촉진하고 객관적•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내용) 데이터 등록 및 제공,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데이터분석센터, 조직

및 인력 확중, 성과 점검 및 포상 등의 근거 마련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제도 마련

• 데이터에 기반한 범부처 협업을 촉진하고 객관적•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내용) 데이터 등록 및 제공,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데이터분석센터, 조직

및 인력 확중, 성과 점검 및 포상 등의 근거 마련

모든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가 연계•관리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범정부 데이터 수집, 표준메타데이터 구축 및 관리, 기관간 데이터 연계

• 범정부 차원에서 생성•관리된 모든 공공데이터를 통합된 형태로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는 창구 마련

모든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가 연계•관리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범정부 데이터 수집, 표준메타데이터 구축 및 관리, 기관간 데이터 연계

• 범정부 차원에서 생성•관리된 모든 공공데이터를 통합된 형태로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는 창구 마련

데이터 기반 국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 국정과제, 다부처 정책 등 국가적 차원의 중요 과제 대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 지원

• 개별기관 단위 공공•민간 빅데이터 센터의 상호 연계•협력 지원

데이터 기반 국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 국정과제, 다부처 정책 등 국가적 차원의 중요 과제 대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 지원

• 개별기관 단위 공공•민간 빅데이터 센터의 상호 연계•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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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는

국가 정책 실현의

마중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