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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全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동력으로 지능정보데이터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및 플랫폼 기반은 취약

 ❍ 고부가가치의 지능정보데이터 제공 및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오픈소스 기반의 서비스 지향적 데이터 플랫폼으로 전환 추진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동향 및 시사점 

❍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공유는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민·관 데이터 개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실시간 

자동 수집 및 개방 체계 구축 필요 

 ❍ 다형·대용량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 

 ❍ 데이터 융·복합 및 분석(추론 등) 기능 강화 필요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제공 필요

□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으로의 진화 방향에 대한 제언 

 ❍ 지능정보데이터 개방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 표준 플랫폼

구축·확산을 통한 지능정보데이터 인프라 및 민·관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新산업 분야의 민·관

데이터가 유통·거래 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One-Gov) 체계 구축 

 ❍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서의 국민 참여 기반 조성 및 사회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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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해외 주요국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활용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오픈 데이터’ 정책을 추진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원스톱 데이터 서비스를 요구 

❍ 미국, 영국 등은 공공데이터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오픈데이터 정책 추진 및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을 구축·운영 

 《 해외 주요국의 오픈데이터 정책 및 데이터 개방 포털 현황 》  

  

국 가 내 용 데이터 개방 포털

미국 
w 미국 연방정부는 ‘09년 12월 열린정부 지침을 발표하고, 

오픈데이터 개방 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개방 
data.gov

영국 
w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10년 1월부터 데이터 개방 

포털을 구축하고, ’12년 6월 ‘오픈데이터 전략’을 마련 
data.gov.uk 

독일 
w 독일 연방정부는 ‘열린 정부’ 전략 차원에서 ‘13년부터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을 구축·운영 
govdata.de 

EU
w ‘11년 유럽 오픈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EU 데이터 

포털 구축, 데이터 처리 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발표 
europeandataportal.eu 

일본 

w ‘12년 7월 오픈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전자행정 오픈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오픈데이터의 

적극적 공개를 추진 

data.go.jp 

□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동력으로 지능정보데이터가 부각

❍ 기업들은 지능정보서비스 창출 및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다량,

양질의 지능정보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개방 중인 新산업분야 데이터(AI,

위치 정보 등)의 비율은 0.3% 불과(미국 70.8%, 영국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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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수집 현황 비교(‘17.3월) 》  

▶ 해외 주요국은 개방 데이터 플랫폼(CKAN)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개방 시스템 간의 연계 및 데이터 실시간 수집·개방 체계를 구축·운영  

구 분 인공지능(AI) 공간·위치(GIS) 가상현실(VR)

미 국
(전체 189,955개)

8,250개
(4.3%)

122,702개
(64.6%)

3,716개
(1.9%)

영 국
(전체 41,603개)

393개
(0.9%)

22,288개
(53.6%)

833개
(2.0%)

국 내
(전체 21,950개)

46개 
(0.2%)

27개
(0.1%)

-

비 고
(관련 데이터포맷)

RDF, SPARQL WMS, WFS 등 KML 등 

 *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포맷 분류별 데이터 개수(링크 데이터 제외)를 합산하여 산정   

* 지능정보데이터?인공지능(AI) 및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등의데이터처리기술적

용이용이하고, 고차원적인정보처리(인지, 추론등)가가능한모든데이터유형

❍ 반면, 해외 주요국(미, EU, 중, 일)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데이터 주도 경제로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 수립 및 추진 

* (美) 데이터 주도 혁신 전략(’13년), (EU) 데이터 주도 경제 전략(’14년)

(日) 데이터 기반 혁신창출 전략(’14년), (中) 데이터 기술 독립 선언(’13년)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연계·융합

❍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효율적인 데이터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적용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 

-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된 지능정보데이터는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코어(Core)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민간 및 민간-민간 데이터 연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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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미국의 데이터 전문 기업인 Enigma(www.engima.io)는 정부 및 민간 기업에서

오픈라이선스로 개방 중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계·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인

“공공데이터 탐색기(public data explorer)”를 구축·운영

(국내) 네이버는 지난 10여년간 축적한데이터(검색어추이, 인기검색어등) 및정부의공공데

이터를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데이터랩(datalab.naver.com)”을 구축·운영

 《 융·복합 데이터와 他산업·기술의 융합 예시 》  

 

                                                                    출처 : 미래부(2016) 

❍ 특정 데이터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데이터 융·복합 및 연계가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이 부각

- 공공데이터 개방을 선도하고 있는 영국은 데이터 플랫폼 기술을 공개

하여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분야를 선도 

*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개방 플랫폼 CKAN(Comprehensive Knowledge

Archive Network)을 구축·확산하여,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타기관의 개방 포털과

긴밀하게 데이터 연계 추진

- 미국은 초기에 Socrata社의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나, 他데이터 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높은 CKAN 플랫폼으로 전환 완료(‘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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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플랫폼 기반 취약

❍ 現공공데이터포털은 개별 기관에서 생산된 대용량 지능정보데

이터를 수집·관리·개방하기 위한 기능 및 인프라 구축 미흡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민·관 지능형 데이터 실시간 수집·연계 및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他시스템과 연계 및 확장성이 뛰어난 오픈소스 기반

의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으로 전환 추진 필요

 《 4차 산업혁명 적응순위(스위스 글로벌 투자은행, ‘16) 》  

▶ 한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도는 체코, 말레이시아 보다 낮은 25위  

 

                                                                     출처 : 미래부(2016) 

□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내 데이터 플랫폼의 진화 방향 모색 필요 

❍ 민간 수요가 높은 고부가가치의 데이터(민간-공공 데이터 융합 및 IoT,

빅데이터 등) 및 서비스를 중점 제공하여 민간 활용 촉진 및 경제·

사회적 新가치 창출 

❍ 국가 데이터(민간 및 공공) 개방·활용 全과정에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및 서비스 제공 

❍ 지능정보데이터 및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서비스 

지향적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으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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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여다보기 : 4차 산업혁명 및 주요 기술   •
□ 4차 산업혁명 

 o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물이 지능화되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계와 사람, 

산업과 산업이 초연결(hyper-connected)되는 사회 

   ※ 산업혁명 발전 단계 : (1차) 사람의 일을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가 대신 처리 → (2차) 전기로 기계가 

대량 생산을 시작 → (3차) 컴퓨터를 통해 기계가 자동화 → (4차) 기계가 지능화 

 o 즉, 모든 사물들이 생성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결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 주요 기술 

 o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주요기술의 발전과 융합이 4차 산업혁명을 유발 

주요 기술 내 용 

인공지능 

w 컴퓨터가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 인간 특유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 

w 단독적으로 활용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분야와 연결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대체하고, 그 보다 더욱 높은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가능 

빅데이터 

w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의미 

w 증가한 데이터의 양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 패턴 등을 분석 및 예측할 수 

있고, 이를 산업 현장에 활용할 경우 시스템의 최적화 및 효율화 등이 가능 

IoT

(사물 인터넷)

w 사물에 센서가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 등으로 주고  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 

w IoT가 도입된 기기는 사람의 개입 없이 상호간 정보를 직접 주고 받으면서, 

필요 상황에 따라 정보를 해석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화된 형태 

CPS

(Cyber-Physical 

System)

w 로봇, 의료기기 등 물리적인 실제 시스템과 사이버 공간의 소프트웨어 

및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시스템 

w 기존 임베디드 시스템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형태로 제조시스템, 

관리시스템, 운송시스템 등의 복잡한 인프라 등에 널리 적용이 가능 

출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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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분석 및 시사점

1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 개요  

❍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민간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민간의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 

데이터 포털 구축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각 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을 

구축·운영 중이며, 국내도 ‘13년 이후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을

구축·운영 

❍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은 공공데이터 관련 플랫폼 기술 및 서비스 분야를 선도 

- 특히, 영국은 데이터 개방뿐만 아니라, 자국의 데이터 플랫폼인 

CKAN을 오픈소스로 개방하여,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他데이터

플랫폼과 좀 더 긴밀하게 데이터 연계 가능 

- 미국은 영국과 달리 상용 데이터 플랫폼(Socrata社)를 활용하여 미국

內 주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으로 활용 

※ 미국 중앙 정부는 초기 Socrata社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data.gov를 구축하였으나 

오픈소스 플랫폼인 CKAN의 확산에 따라 data.gov에 CKAN을 도입(‘13년)

□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의 주요 기능  

❍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등록·개방·관리·활용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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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내 용 

등록 및 저장

w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등록 및 저장 

w 다양한 데이터 형식(format)을 저장하기 위한 범용 데이터베이스 
및 스키마 구축 필요 

개방 
w 등록된 데이터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서비스 형태(파일 데이터, 

오픈API 등)로 데이터를 제공 

관리
w 이용자 및 관리자를 위해 데이터 출처, 분류, 내용 등이 포함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카탈로그 기능 제공 

활용 

w 데이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다양한 검색(유의어 검색, 메타
데이터 검색 등) 제공 

w 사용자 커뮤니티, 고객센터(Q&A 등) 등 포털 운영 관련 서비스 지
원 제공 

기타 
(시각화 등)

w 데이터 추출 및 필터링을 통한 차트, 지도, 데이터 미리보기 등 
시각화 서비스 제공 

❍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공유는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선순환 체계 》  

                    출처 : http://open-data.fokus.fraunhofer.de/en/platform/ (기고자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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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여다보기 : 오픈소스 데이터 플랫폼의 의미와 특징 •
□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보유자와 이용자를 상호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 

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회와 위험 요인을 모두 내포 

사용자 진입 장벽 데이터 이용 활성화 촉진 

w 데이터 보유자 및 이용자 모두 데이터를 
발행탐색활용을 위해서는 작게는 서비스 
메뉴에 대한 이해부터 크게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 

w 동일한 인터페이스와 사용성을 갖춘 플랫폼
의 공유는 궁극적으로 데이터 이용자의 접근
을 확대시키며 이는 데이터 활용 자체를 활
성화 시킬 수 있는 기술적 요인 

w 데이터 플랫폼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은 많은 시행착오가 불가피 

w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서 발전해 플랫폼을 기반으
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협업적인 
문제 해결 

 o 오픈소스 기반 데이터 플랫폼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 사용자 거부감을 최소화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활용 사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더 나아가 데이터 플랫폼의 공유는 특정한 국가나 기관을 초월해 같은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 가능 

   ※ Socrata社 역시 오픈소스의 장점, 플랫폼의 확장의 중요성에 따라 자사 솔루션의 소스 코드 중 

일부(Open Source Data Server, Community Edition)를 공개   

□ 해외 주요 정부·기관들은 CKAN과 같은 오픈소스 서비스 및 Socrata社와 같은 

상용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자체 플랫폼을 개발 

구분 주요 특징 

CKAN

w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으로 Open Knowledge Foundation이 
CKAN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나, 全세계 개발자들이 CKAN 프로
그램의 개발을 자발적으로 지원 

w 他오픈소스와 결합해 CKAN 플랫폼의 한계를 극복 

Socrata 

w 클라우드 기반 오픈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로 민간의 상용 서비스로 
현재 뉴욕 등 10여개 주정부의 데이터 포털에 사용 

w 시각화 및 분석 등에 있어 CKAN에 비해 강점인 반면, 고비용 
유지보수는 상용 서비스의 약점으로 인식 

출처 : 백인수(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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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KAN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 개요  

❍ CKAN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인 Open

Knowledge Foundation에 의해 개발되고, 全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46개 정부 및 기관의 데이터 개방 포털이 

CKAN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운영 중 

※ 아시아 지역은 일본, 대만 정부를 비롯한 13개 정부 및 기관에서 CKAN 기반

데이터 포털을 구축·운영

 《 CKAN 기반 데이터 개방 포털 구축 사례 》  

                                                     출처 : CKAN 홈페이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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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능 및 특징 

❍ 【등록 및 저장】 개별 데이터 제공 기관은 CKAN에서 제공하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각국의 데이터 개방 포털을 통해 직접 데이터를

등록하거나 시스템 연계를 통한 주기적으로 자동 등록

- ‘Harvesting mechanism’을 통해 CKAN 및 이종의 저장소로부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 및 데이터 병합 

 《 CKAN 플랫폼을 통한 DataStore 연계·공유 》  

                                                            출처 : David Read(2011)

- 각 데이터 제공 기관은 CKAN內 대시보드(dashboard)를 통해 회원 및 

데이터 관리, 민간의 이용 현황에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

- 개별 데이터는 제목, 고유 식별자, 제공 그룹, 설명, 미리보기, 개정 

이력, 태그, 라이선스, 포맷, API 키(key), 기타 요소 등 11개 메

타데이터 정보로 구성 

- 각 기관에서 등록한 파일 데이터로부터 값을 추출하여 CKAN

DataStore(postgreSQL 기반의 DB)에 저장 

❍ 【검색】 검색 API를 제공하는 이용자가 원하는 검색 기능 활용 및 확장 

- 구글 스타일의 데이터 검색 도구를 제공하여 모든 메타데이터 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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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키워드 검색 및 유의어 검색, 결과內 검색 기능 제공  

- 연관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브라우징 기능 제공

❍ 【위치 정보】 데이터內 위·경도 정보가 포함된 경우 CKAN에서 제공

하는 다양한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를 제공  

-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는 CKAN DataStore에 저장

되어 인터랙티브 맵(interactive map)에 표현 

- 웹 인터페이스와 API를 통해 위치 기반 검색(geospatial search) 기능을 제공 

❍ 【커뮤니티】 CKAN 플랫폼 이용자들 간의 의사소통 및 데이터 기반

협업 기능 제공 

- 데이터 댓글 달기, SNS(Facebook, Twitter 등)를 통한 데이터 공유,

RSS/Atom 피드, 데이터 변경 등에 대한 알림 기능(following) 등 

❍ 【데이터 시각화】 CKAN DataStore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

- 구조화된 데이터의 경우, 테이블 뷰(table view)를 제공하여 데이터 

미리보기, 차트, 데이터 정렬, 데이터 필터 가능 

- 위·경도를 포함한 데이터의 경우 CKAN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인식하여

지도로 표현

❍ 【변경 이력】 Open Knowledge Foundation의 Versioned Domain

Model(VDM)을 활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편집 및 갱신 이력 관리 

- DB 수정 및 이력 관리를 위한 파이썬(Python) 라이브러리를 통해 데이터

변경 이력 추적 및 변경 내역 비교 가능 

❍ 【플랫폼 확장】 60여개의 플랫폼 확장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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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Analytics Extension(포털을 통한 트래픽 모니터링), QA

Extension(데이터 다운로드 링크 점검, 링크 오류 보고 등), Geospatial

Extension(위치 정보 기능 확장), Social Extension(SNS 기능 확장) 등

❍ 【CKAN API】 CKAN API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질의 가능 

- 데이터 검색 및 질의 API, 데이터 저장 API, 데이터 정렬 API 등

□ CKAN 기반의 주요 데이터 포털 구축 사례 

❍ 【영국】 영국 정부는데이터 관리를 위한CKAN과 컨텐츠 관리를 위한 Drupal

을 통합하여 자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data.gov.uk)을 구축 

- (CKAN) 데이터 품질 관리, 메타데이터 검색, 메타데이터를 RDF 형식으로

표현, Drupal과의 시스템 통합, 위치 정보 처리, 이종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 자동 수집, 데이터 시각화 등을 처리 

- (Drupal) 포털 컨텐츠 관리, 블로그 관리, 댓글 관리 등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컨텐츠 관리 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으로 영국의 데이터

개방 포털에 플러그인(Plug-In) 형태로 적용 

❍ 【미국】 미국 정부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CKAN과 컨텐츠 관리를 위한 

WordPress를 통합하여 자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data.gov)을 구축·운영

하고 있으며 모든 소스 코드는 GitHub에 공개

- 메타데이터 검색, 데이터 수집, 기관 연계 인터페이스 등에 CKAN

플랫폼을 적용하고 콘텐츠 및 커뮤니티 관리에는 WordPress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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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여다보기 : 주요 데이터 플랫폼과 특징

□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으로는 CKAN, DKAN, OGPL 등이 있으며, 상용 

데이터 플랫폼으로는 Socrata, Junar 등이 全세계적으로 널리 사용 

구분 주요 특징 

오픈 
소스 

CKAN

w 비영리 단체인 Open Knowledge Foundation에 의해 개발된 플랫폼
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46개 정부 및 기관에서 사용 

w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으로 Open Knowledge Foundation內 CKAN 개발팀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나 전세계 개발자들이 CKAN 프로그램의 개발을 
자발적으로 지원

w 콘텐츠 관리, 시각화, API 추출 등의 특화된 기능을 Drupal과 같은 
他오픈소스와 결합하여 확장 가능하며 LOD를 지원 

DKAN

w 오픈소스 콘텐츠 관리 프레임워크인 Drupal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오
픈데이터 플랫폼(CKAN은 Data Catalog기능이 핵심이며 CMS를 위해 
Drupal을 통합한 반면, DKAN은 CMS 기능이 핵심이며 Data Catalog 기능
을 추가하여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임) 

w CKAN의 특징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CKAN과 프로그램 언어와 
지원 가능한 DB 등에 기술적인 차이가 있음 

   ※ CKAN은 Python 언어 기반인 반면, DKAN은 PHP 언어 기반으로 기존 
데이터 개방 플랫폼이 PHP로 구축된 경우 DKAN을 선호  

OGPL

w Open Government Platform은 인도, 미국 정부 주도로 개발되어 2013년에 
공개한 오픈데이터 플랫폼 

w 데이터의 등록, 저장, 분석 및 시각화 기능 등 오픈데이터포털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기능에 충실 

상용 
서비스 

Socrat
a 

w 클라우드 기반 오픈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로 2007년 시애틀에서 설립 

w 현재 미국內 뉴욕, 캘리포니아 등 24개 주정부의 데이터 포털에 사용 

w CKAN이나 OGPL 등의 오픈소스에 비하여 많은 기능을 제공하며 시각화나 
온라인 분석, 매쉬업 등의 자동화 도구 기능에 강점 

Junar 

w 클라우드 기반 오픈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로 2010년 실리콘밸리에서 설립 

w 현재 새크라멘토, 팔로알토 등 도시 중심으로 사용 

w Socrata 대비 1개월 기본 서비스 사용 비용이 약 $300 저렴한 수준 

  ※ 기본서비스(약 30개 데이터셋, 2명 사용자) : Socrata $680, Junar $350 수준 

출처 : 백인수(2013), 기고자 내용 추가



 NIA 공공데이터 이슈페이퍼  15

3  국내·외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현황 및 시사점 

□ 【수집】 범국가적으로 민·관 데이터 개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실시간 자동 수집 및 개방 체계 구축 필요 

❍ 개방 표준 플랫폼 구축 및 확산을 통한 데이터 수집·연계 추진 필요 

- 해외 주요국은 오픈소스 기반의 오픈데이터플랫폼을 구축·확산하여 개방

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실시간으로 필요 데이터를 자동 수집

- 국내는 개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운영

함으로써, 공공데이터포털에서 ① 개방 대상 데이터의 소재지 및 보유

현황 파악 불가, ②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 불가*

* 공공데이터 등록 요청 후, 개방까지 평균 10일 이상 소요

❍ 지능정보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른 효율적 자원 관리를 위해

데이터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데이터 수집 전략 필요  

- IoT의 확산으로 대량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생산·수집되므로,

융·복합을 위한 주요 데이터만을 데이터 플랫폼에 저장하여

데이터 스토리지 관리 효율성* 향상 필요 

* 데이터 소재지(링크) 정보만을 수집하여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 효율성 증대

시사점

 ◇ 개방 표준 플랫폼 확산 및 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소재 정보 파악 

및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개방 체계 구축 

 ◇ 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른 자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 유형(기관 특성)에 

따른 데이터 수집 전략 차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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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관리】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다형(多形)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 

❍ 지능정보데이터 생산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 원자재 (비정형 

데이터 등)의 저장·관리 기반 확충을 통한 데이터 유연성 확보 필요

- 영국은 융·복합 데이터 저장 및 관리를 고려하여 주요 데이터 유형

(LOD 등) 저장·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운영

▶ (저장·관리) 공간데이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의 도시·

센서스 구역 등 우편번호를 식별자로 한 공간데이터 LOD를 저장·관리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Triple Store를 구축·운영 

- 국내는 정형 데이터만을 저장하기 위한 DB 인프라(관계형 DB)만을

구축·운영하여, 지능정보서비스에서 요구하는 다형 데이터(비정형 

데이터, LOD 등) 저장 및 관리에 부적합 

❍ 기관별로 개방 데이터의 품질 수준이 상이하여, 민간에서 지능

정보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양질의 원문 데이터 부족 

- 국내 ICT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구글, 애플 등)과 경쟁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양질의 지능정보데이터(원천 데이터 포함)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 

- 수동적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로는 다량(多量), 다형(多形)의 지능

정보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품질 관리가 불가능

시사점

 ◇ 개방 표준 플랫폼 확산 및 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소재 정보 

파악 및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개방 체계 구축 

 ◇ 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른 자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 유형(기관 특성)에 

따른 데이터 수집 전략 차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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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 민간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융·복합 및 분석(추론 등)

기능 강화 필요 

❍ 공공데이터포털內 개방 데이터의 90%(‘17.3월)가 파일데이터로 제공

됨에 따라 민간 주도의 데이터 가공(융·복합, 분석 등) 용이성 저하 

- 반면, 해외 주요국은 원천 데이터에 대한 가공 및 시각화 데이터

(지도 등) 융·복합을 통한 민간 및 정부의 협업 체계 구축 

▶ (미국) 공공데이터 중 지도데이터를 가공하여 오픈지도 OpenStreetMap을 

민·관 협업으로 구축·운영하며, 이를 데이터 개방 포털(data.gov)에서 제공 

▶ (독일) IoT, 빅 데이터 등 데이터 및 ICT 기술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의 

생산성 혁신하는 ‘Industrie 4.0’ 전략을 추진 

▶ (싱가포르) 공공데이터와 시각화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버추얼 싱가포르’ 

플랫폼을 ‘18년까지 구축하여 도시 문제 해결·분석에 활용 예정 

❍ 동일한 기준이 필요한 기관별 유사 데이터는 유형을 표준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융·복합하여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제공 필요 (기관 주도의 개별 

가공 체계에서 국가 주도의 통합형 가공 체계로 개편)

* 예시 : 지자체별로 보유·개방 중인 버스·지하철 DB를 가공(융·복합)하여 전국

대중교통 정보를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제공

시사점

 ◇ 오픈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민간 수요가 높은 융·복합 데이터 개방 강화 및 

他산업·기술과의 융합 선도·지원을 통한 국민 편의 향상 기대  

 ◇ 기업 및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생성·관리된 민간·공공 데이터를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가공(융·복합, 분석)하여 민간의 이용 편의성 향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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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기업들은 新성장동력인 지능정보데이터 및 융·복합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 

❍ 해외 주요국은 시각화·분석·융합 서비스를 통한 이용 편의성 개선

▶ (미국) 민간 주도로 데이터 분석 채널을 통해, 각 주(state) 정보(인구, 경제, 

교육 등)에 대한 분석 및 융·복합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 

    - 분야별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확보(MIT, 딜로이트 등)를 통한 다차원 분석 정보 제공 

▶ (싱가포르) 분야별 실시간 데이터(오픈API 데이터)를 취합하여 시각화 정보 제공

    - 산업 파급 효과가 큰 실시간 데이터(예: 미세먼지수치 등)를 시각화하여 제공 

▶ (호주) 공공데이터와 GIS 융합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GIS 기반 시각화 정보 제공 

    - 사용자가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직접 선택하여, 3D 지도상에서 시각화하여 제공 

<미국>
 

<싱가포르>
 

<호주>

❍ 민간의 데이터 기반 新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정보

데이터 활용 채널 전문화, 국민 참여 기반 마련 등 추진 필요 

시사점

 ◇ 자유롭게 데이터 개방·분석·가공·유통 할 수 있는 기업(개발자) 채널, 데이터 시각화·

문제해결 등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채널을 분리하여 구축·운영 필요  

 ◇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데이터 맵(Map) 제공 

   - 분야별, 시기별, 지역별 각종 사회 문제와 관련된 민관 데이터 소재지 및 연관 

데이터 정보 제공(예: 교통 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 정보, 가변차선 

정보 등 제공)

 ◇ 국민이 양질의 지능정보데이터 유통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및 

데이터를 직접 활용·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도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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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으로의 진화 방향에 대한 제언

1  개요 

< 발 전 전 략 >

▶ 양질의 지능정보데이터 개방 및 新산업 분야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고

데이터 개방·활용에 국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표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확산 

□ [지능정보데이터 플랫폼 구축·확산] 지능정보데이터 개방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 표준 플랫폼 구축 및 확산을 통한 지능정보데이터 

인프라 및 민·관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필요 

□ [新산업 데이터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新산업 분야의 민·관 데이터가 유통·거래 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One-Gov 체계]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One-Gov) 체계 구축 

□ [국민 참여 확대]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서의 국민 참여 기반 조성

및 사회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2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진화 방향  

□ 【수집】 데이터 연계를 통한 민·관 데이터 수집 효율성을 제고 

❍ (필요성)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민·관에서 생산·

개방하는 지능정보데이터 수집 효율성 제고 필요 

❍ (방향성) 데이터 실시간 자동 수집 및 데이터 유형에 따른 차별적

데이터 수집 전략을 통해 데이터 최신성 및 자원 효율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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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방 표준 플랫폼 구축 및 범국가적 개방 표준 플랫폼 확산 →국가

차원(민간 포함)의 데이터 실시간 연계 체계 구축 → 민·관 데이터

자동 수집을 통한 데이터 최신성 확보

※ (As-Is) 공공기관이 개방 데이터 생성 → 개별적으로 기관 담당자가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요청 → 공공데이터포털 담당자 심의·검토(평균 10일 이상 소요) →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 (To-Be) 민간기업및공공기관이개방데이터생성→국가데이터포털에서

실시간 수집·개방

 개방 표준 플랫폼 확산 및 기관의 개방 시스템 간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개방 데이터 실시간 자동 수집 추진  

▶ 개별 기관은 기관 개방 포털에 개방하고, 국가데이터포털은 각 기관의 개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수집하여 민간에 적시에 제공 

 《 개방 표준 플랫폼 기반 데이터 인프라·연계 체계 구축 》  

② 데이터 유형에 따른 데이터 수집 전략 차별화를 통해 지능정보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자원 효율성 극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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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유형에 따른 데이터 수집 전략 차별화를 통한 자원

(스토리지, N/W 등) 효율성 극대화 추진

- 중앙정부의 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발굴 및 품질 진단·개선이 

완료된 데이터는 위치 정보(링크 URL 등)만을 수집

▶ (국가중점 및 민간) 기업의 수요가 높은 대용량·고품질의 국가중점 및 민간 데이터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생산·개방·(품질)관리·융합 및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개방 표준 플랫폼 구축·운영을 지원 

   - 기관 간의 시스템 연계를 통한 데이터 위치 정보(링크 URL 등) 실시간 자동 수집 → 

대용량의 원문 데이터를 미수집하여 포털內 스토리지 효율성 증대 

▶ (광역시·도) 기관별 데이터 개방 플랫폼(예: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등)을 통해 

개방되고 있는 행정 데이터로, 개별 기관(지자체)에서 개방하는 데이터를 

자동 수집·통합·표준화하여 전국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  

   - 개별 기관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 수집 → 각 지자체 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하여 

전국 데이터 생성 → 전국 데이터 품질 수준 진단·개선 

▶ (기타) 데이터 개방 플랫폼이 없는 기관*에서 개방되는 데이터로, 공공

데이터포털 인프라를 활용하여 개방·(품질)관리·융합 및 분석 수행  

   * 기관(중소형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웹 크롤러를 통한 실시간 자동 수집

 《 데이터 유형 별 수집 방법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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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여다보기 : 국내 공공데이터 플랫폼 현황    •
□ AS-Is 

 o 상용 및 오픈소스 기반 S/W를 활용하여 한국형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데이터포털을 운영 

  -  국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랫폼 구축 및 배포가 가능하나 국제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他데이터 개방 시스템들과의 연계가 불가능 

 《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현황  》  

□ To-Be

 o 오픈데이터플랫폼 CKAN 기반의 개방형 표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및 범국가적 확산을 통해 민간 및 국내·외 데이터 연계 추진 

  - 기존 방식에 비해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데이터 최신성 확보(시스템간 실

시간 자동 수집 체계 구축) 

 《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발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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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관리】 다형(多形)의 지능정보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실시간 품질 관리(품질 수준 진단·개선)를 위한 체계를 구축

❍ (필요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다형의 지능정보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품질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 

❍ (방향성) 지능정보데이터 저장·관리의 효율성 및 유연성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품질 

관리 체계 구축 

① 지능정보데이터 생산을 위한 주요 데이터 원자재(비정형 데

이터, LOD 등)의 저장 관리를 위한 DB 인프라 확충 필요 

 지능정보데이터 저장·관리에 필요한 DB 인프라 확충 

데이터 유형 설 명 DB 인프라 

정형데이터
 고정된 스키마에 맞게 저장된 데이터

  - 예: 스프레드시트, 관계형 데이터, CSV 파일 등 
RDB

비정형데이터
 데이터 구조가 규격화되지 않은 데이터 

  - 예: 텍스트(법률 판례 등), 이미지, 영상 등 
NoSQL

공간데이터
 개체의 물리적 위치와 모양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 예: 위치 좌표, 토지 정보(속성, 도형 등) 등  

RDB, 

NoSQL

실시간데이터 
 데이터 값이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데이터

  - 예: 오픈API(JSON, XML) 등 
RDB

메타데이터
 대상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구조화된 데이터 

  - 예: 데이터 설명, 제공기관, 담당자, 개방일 등
RDB

RDF, LOD
 · 기계가 읽고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구축하여 연결된 데이터

 · 인공 지능을 가진 기계(추론 기반 검색 엔진 등)에 적합

  - 예: 스마트관광정보 LOD, 공공시설물 안전정보LOD 등

Triple Store 

분야별 핵심 

데이터 

 국가에서 중점 관리하는 분야별(교통, 상권 등) 주요 데이터 

  - 예: 교통사고정보, 상권정보, 부동산종합정보 등 

RDB, 

Data Mart* 

통합 데이터 
 동일한 스키마 데이터를 병합한 데이터 

  - 예: 전국 주차장 정보, 전국 화장실 정보 등 
 RDB

* Data Mart: 유사한 목적을 가진 이용자에게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저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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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질의 지능정보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품질 관리 

체계(실시간 품질 진단·개선 모니터링 등) 구축 필요  

 생애 주기별 다량(多量), 다형(多形) 지능정보데이터의 실시간 

품질 진단·개선을 통한 양질의 데이터 개방 확대 필요 

- 생애 주기별(생성-개방-유통-활용)로 품질 관리 범위를 확대(현재 개방 단

계만 수행)하여 지능정보데이터의 품질 수준을 실시간으로 관리

- 수동적(인력 중심) 데이터 품질 관리에서 자동화(시스템 중심)된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로 전환 

 
《 데이터 품질 관리 범위: 전·후 비교 》

  

기존 품질관리 데이터
개방

인력 중심의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로 고비용 소요 → 데이터 개방 단계에서만 품질 수준 관리 

개선 품질관리 데이터
생성

데이터 
수집축적

데이터
개방 및 융합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이용

품질 진단·개선을 위한 점검 도구 도입 → 데이터 생성부터 활용까지 全과정에서 품질 수준 관리 

□ 【가공】 민간 수요가 높은 융·복합 데이터 및 분석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데이터 융·복합 및 분석 기능 강화 필요  

❍ (필요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新산업 분야(AI, AR 등) 지능정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융·복합 데이터 개방 확대를 민간에서 지속적

으로 요구함에 따라 범국가 차원에서 대응 필요  

❍ (방향성) 기존의 원문 데이터 개방 중심에서 고부가가치의 융·복합 

데이터 개방 확대 및 플랫폼內 데이터 융·복합 및 분석 기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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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존에 기관 주도형으로 가공(융·복합, 분석)되던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하나로 모으는 통합형 가공 체계로 개편 추진

-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한 기관별 유사 데이터는 유형

(데이터 속성, 파일 포맷 등)을 표준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융·복

합하여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제공 추진 

※ 예시 : 지자체별로 보유·개방 중인 버스·지하철 DB를 가공(융·복합)하여

전국 대중교통 정보를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제공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생성·관리된 데이터를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가공하여 민간의 이용 편의성 개선 필요

- 기관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① 파일 형태에서 → DB 형태로 자동 변

환, ②연관 DB 융·복합을 통한 데이터 패키지 제공

 《 데이터 가공 패러다임 전환(안) 》  

< As-Is : 개별 가공> < To-Be : 통합 가공>

l 기관별 데이터 생성·관리·서비스 제공 

l 포털에서 기관별 원문 데이터 개방 

l 기관별 데이터 생성 및 포털에서 자동 수집

l 포털에서 융합·관리·서비스 제공 

② 원문 데이터 고부가가치의 융합·지능형 데이터 개방으로

서비스 전환을 위한 데이터 융·복합 및 분석 기능 고도화

- 플랫폼內 데이터 융합 모델 및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정형-정형/정형-비정형 데이터 융·복합,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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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수요가 높은 고부가가치의 융·복합 데이터 개방 강화

 《 정형-정형 데이터 융·복합 예시 》  

 융합·지능형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추론, 예측 등) 기능 강화 

 《 데이터 분석을 예시 – 식중독 발생 사전 예측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5, 기고자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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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지능정보데이터 활용 편의성 및 국민 참여 강화 필요

❍ (필요성) 기업들은 新산업사회 성장 동력인 지능정보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및 국민 참여 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 (방향성) 지능정보데이터 활용 채널 전문화 및 데이터 소재지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참여 기반 강화를 통한 민간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추진 

① (채널 전문화) 이용자 유형별(개발자, 일반 국민 등)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데이터 서비스 채널을 구축하여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구 분 서비스 채널 

데이터 개방

(기업용) 

▲ 융합·지능형 데이터 및 원자재 데이터(비정형, LOD 등)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발 환경(개발도구, 커뮤니티 등) 제공 

▲ 데이터 개방 전문 채널(opn.data.go.kr) 구축 

 - 데이터 활용이 높은 민간 기업은 연계를 통해 개방 데이터 조회 및         

자동수집 기능 강화(예: 공공데이터포털 – 네이버 데이터랩 연계 등) 

데이터 시각화 

(일반 국민용)

▲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 데이터 융·복합 환경 제공 

▲ 시각화 데이터, 데이터 분석 정보 및 융·복합 정보 제공  

▲ 데이터 시각화 전문 채널(vsl.data.go.kr) 구축 

 -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 향상 및 데이터 시각화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② (데이터 맵) 민간이 원하는 양질의 지능정보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소재지(맵) 정보를 제공 

 개방 표준 플랫폼을 중심으로 분야별, 시기별, 지역별 각종 

사회 문제와 관련된 민·관 데이터 소재지 정보 제공(예: 교통 체증

→ 주차장 정보, 가변차선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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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 참여)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지능정보데이터를 유

통·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조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국민 참여 강화를 통한 데이터 기반 新산업 창출 지원

- (유통) 국민이 자유롭게 양질의 원천 데이터 및 가공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생태계 기반 마련

- (시각화) 민간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플랫폼內 등록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각화 정보(차트, 지도)를 생성하여 제공

- (데이터 분석) 민간이 데이터를 직접 활용·분석하여 문제 해결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도구 지원

    ※ 미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전문가 수준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Tool kit을 제공하여 

기상·교통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국민 참여 확대 

- (데이터 융·복합)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민간 수요가 높은

민관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데이터 맵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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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여다보기 : 데이터 생태계와 데이터 브로커 •
□ 데이터 생태계와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  

 o 정부 및 민간에서 생산된 “원천 데이터”를 이용자가 직접 정제·가공하여 

인터넷, 미디어, 금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이는 일반 국민에 의해 소비되는 데이터 생태계 기반은 이미 존재 

 o 하지만, 민간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활용·유통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생태계 조성 기반은 미비  

  - 미국은 데이터 수집, 가공, 유통 분야에서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 데이터 브로커의 정의 》  

                                                               출처 : 유지연(2013)

출 처 정 의 

GAO, 2006
민간기업과 정부기관 등의 고객에게 정보 재판매를 목적

으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개인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 
Markle Foundation, 

2006

공공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재조합

하여 판매하는 기업 

Gina Marie Stevens, 

2007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안보 및 정책 마케팅 혹은 동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 

기관에게 정보를 판매하는 회사 

 《 데이터 생태계와 데이터 브로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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