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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황 악  다양한 분석을 해서는 지자체의 

분야별 황자료를 분석 목 에 맞게 다양하게 조회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통합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은 필수 이다. 본 연구는 지자체별 

데이터를 통합 으로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데이터베이스(DB)의 설계 

방안을 제안하 다. 지자체 통합 DB는 지자체의 경제, 사회, 문화 활동 반에 한 범 하고 이질 인 

자료를 망라하여야 하며, 지자체 간 그리고 데이터 구성 요소 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체 자료를 통합할 

수 있는 스키마(schema)를 설계하고 이에 바탕을 두고 구축되어야 한다. 데이터는 특성에 맞게 구조화되어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키워드를 통한 검색을 통하여 련 데이터를 종합 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목 에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아 분석데이터를 편집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조회  다운로드 기능이 필수 으로 필요하다.

 
■ 중심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데이터베이스∣통합 DB∣설계방안∣
Abstract

It is essential to build a integrated database (DB) to grasp the present status and various 

analysis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ectors of local governments and to provide 

various inquiries on the status data of the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a design method of the integrated DB which can support the 

inquiry and analysis of the data by the local government. The integrated DB should cover 

a wide range of heterogeneous data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and it is necessary to design a schema that can integrate the entire data 

considering differenc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data elements. The data should be 

stru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it should be possible to inquire 

related data comprehensively through the search through the keywords. In addition, data 

retrieval and downloading functions are indispensable for the researcher to easily retrieve 

data necessary for research purpose and to download and modify data for analysis.

■ keyword :∣Local Government∣Local Gov.∣Database∣Integrated DB∣DB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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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95년 지방선거 이후 본격 인 자치제가 시행된 이

후 정부기 들에 산재되어있는 행정업무 반에 걸친 

활동들이 지속 으로 산화 되어가고 있다. 산화를 

통해 앙정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다양한 정보

들이 축 되고 활용되고 있으나,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생성된 정보는 통합 으로 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앙정부의 산을 통해 시행되는 활동들은 해당 정부

기 에게 보고되고 있으나, 지자체 자체로 시행되는 활

동들은 앙정부에 보고되지 않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앙정부 데이터도 통합

으로 리되는 데이터도 있지만, 부처별로 별도로 조

사한 데이터의 일부는 자체 홈페이지나 련 시스템에 

별도로 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게 데이터 분산 리의 문제 때문에 지자체의 효

율성 분석과 같이 통합 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행정안 부, 문화체육 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통계연감 등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직  수집

하고 통합하는데 많은 시간이 투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DB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자료의 통합 DB를 구축하기 해서는 많은 시

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1].

지자체 활동의 통합 DB는 산재된 자료를 단순히 집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다각 인 분석과 연

구를 지원할 수 있을 때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자

체 통합 DB를 통한 다각  연구 분석을 효과 으로 지

원하기 해서는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첫째,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각 역별 데이터는 축

 연도, 기간  리하는 데이터의 종류가 지자체별

로 상이하므로 이를 통합 으로 장할 수 있도록 설계

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각 역별 상과 성격이 달라 

데이터 구성요소 간에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고

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

터를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편의성 측면이다. 그동안 연구자 각자가 각 사이

트별로 조회하고 수집하여 편집하는 시간을 획기 으

로 일 수 있도록 조회의 편의성, 자료 다운로드의 편

의성, 자료 편집의 편의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자체별 데이터를 통합 으로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DB의 설

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련연구  기

술 황을 정리하여 제시하 으며, 3장에서는 일반 인 

데이터웨어하우스(DW)를 한 설계의 문제 을 제시

하고 4장에서는 지자체 통합 DB 설계 방향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II. 관련 연구

1. 지자체 데이터 기반 분석

지자체의 사회, 경제, 문화 련 연구를 살펴보면, 문

화는 부분 설문에 의한 통계연구나 략에 한 연구

들이 주를 이루며, 사회  경제는 행정 시스템 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부

분 하나의 ‘문제’에 한 분류  세부 분석을 주로 이루

고 있으며, 설문 외 구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 

지자체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로는 지자체 효율성 분

석이 표 이며, 체 재정효율성 분석과 복지  축

제와 같이 분야별 운  효율성 분석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의 효율  운 의 요한 척도로 인식되

는 지자체의 효율성 분석 련 연구는 지속 으로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표 1]에 정리된 효율성 분석과 련

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별, 수행 연도별로 분석 

상이 일 이지 못하고 사용된 투입, 산출 항목도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상  분석 

데이터의 일 성 부재는 연구 간의 비교를 어렵게 하

며, 연구 결과의 활용도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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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연구자
(년도)

상 투입항목 산출항목

재정
효율
성

이혁주.박
희봉
(1997)
[2]

68개 
지방도
시

공무원수, 공무원
인건비, 총세출

건축허가건수, 쓰레기
수거량, 상수도공급
량, 생활보호대상자
수, 도로사업비, 지방
세징수액, 주민수

박기관
(2007)
[3]

62개 
도농통
합시

주민1000명당공무
원수, 주민1인당세
출액, 공무원1인당 
관할면적

공무원1인당 건축허가
면적, 상수도 보급율, 
저소득주민보호비율, 
주민1000명당 도시공
원면적

최원익
(2009)
[4]

광역지
방자치
단체

일인당 지출, 세입
적자상태, 대학이
상수학자수 

총거주자, 65세이상 
주민수, 보건소 수, 장
애인 수, 상수도 보급
량, 하수처리보급률. 
쓰레기수거량, 도로길
이, 공원넓이, 보육시
설

복지
효윺
성

송건섭.최
진

(2009)
[5]

16개 
광역자
치단체

영유아 1인당 인건
비, 운영비, 환경개
선비, 인프라, 영유
아 1인당 보육정책 
담당 공무원 수 

지역 아동 100명당 시
설 이용 영유아, 보육
시설 평가인증참여 기
관 취원 아동수

장인봉.박
승훈
(2013)
[6]

16개 
광역자
치단체

장애인복지예산, 
노인복지예산, 여
성복지예산, 아동
복지예산, 장애인
복지 담당공무원
수,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수, 여성복
지 담당공무원수, 
아동복지 담당공무
원수

장애인복지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 모
자보호시설 수, 아동
복지시설 수,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인원 
수, 노인복지시설 월
평균 생활자 수, 모자
보호시설 월평균 수용
자 수, 아동복지시설 
월평균 수용자 수

표 1. 지자체 효율성 분석 관련 선행연구 

2. 지자체 DB 구축 관련

최근에 수행된 지자체 DB 구축에 련된 선행 연구

들을 살펴보면 부분 GIS 와 련된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에 제시

되어 있듯이 역별로 살펴보면 지자체 GIS 통합·연계 

고도화  웹기반 다차원 GIS DB 정보 표출 시스템과 

같이 지자체 GIS 데이터를 장하고 변환하고 통합에 

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역으로는 GIS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지자체 공간DB 구축방안, Web 

GIS 기반의 문화정보체계구축, 지하시설물 DB의 유지

리를 한 치기반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같이 GIS

를 활용한 응용시스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 데이터 기반 연구들은 효율성 분석이 부분

을 자치하고 있는데 분석 상  투입, 산출항목의 일

성이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연구자의 역량

에 따라 근  획득 가능한 데이터가 상이한 연구

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자체 DB 구축 련 연구들은 

부분 GIS와 련된 공간, 지하시설물  문화정보체

계 DB 구축에 편 되어 있고, 사회, 경제, 문화 분야의 

데이터 통합 DB 구축에 한 연구는 거의 무한 실정

이다. 

분야
연구자
(년도)

논문/보고서 제목 특징

GIS

조재관
(2008)
[7]

GIS 기본도 및 DB의 세계측
지계 좌표변환 정확도 분석
에 관한 연구

순수 GIS

김은형
(2007)
[8]

지자체 GIS 통합·연계 고도
화 모델 연구

GIS 고도화

정규만
(2016)
[9]

웹기반 다차원 GIS DB 정보 
표출 시스템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GIS 정보 
표출

GIS응용 
및 

공간DB
활용

임영택
(2005)
[10]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수
요에 따른 공간DB 구축방안 
연구

공간DB 구축

박혜련
(2006)
[11]

Web GIS 기반의 문화정보체
계구축 : 지자체(서울시)를 
중심으로

GIS응용, 문화정
보체계 구축

이현직
(2005)
[12]

지하시설물 DB의 유지관리
를 위한 위치기반서비스 시
스템 구축

NGIS사업으로 
구축된 지하시설
물 DB 및 유지관
리

표 2. 지자체 DB관련 선행연구 분석

지자체의 사회, 경제, 문화 분야의 데이터 통합DB는 

동일한 분석 상에 한 동일한 분석데이터를 체계

이고 지속 으로 축 하고 이를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이를 해서는 이질 인 

사회, 경제, 문화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장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반 하여 스키마 설계가 이루어져

야 한다.

III. 지자체 통합DB 설계 

1. 자료의 수집 

지자체 활동 통합DB 구축을 한 데이터 수집을 

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원천(Data Source)이 필요하다. 

분산된 데이터의 수집을 해서는 자료의 원천별로 수

집 방식의 차별화를 가져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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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원천은 크게 온라인과 오 라인으로 나  수 

있으며, 온라인은 정부부처  산하기  홈페이지에 공

시된 정부3.0 자료와 각 지자체  산하기 (행사)의 홈

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로 나  수 있다. 오 라인은 담

당부서 유선망을 통한 개별 취합과정  보고서를 통한 

수집이 포함된다.

2. 자료의 구성 

지자체 통합DB 에 장되는 자료의 구성은 아래 [표 

3]과 같다. 데이터는 분류, 분류, 소분류로 구분된

다. 분류는 사회, 경제, 문화로 구분되어 있으며 추가

할 수 있으며, 지역코드는 자체코드를 설정하여 사용하

지 않고 도로명주소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사용하 다. 

기 년도는 데이터가 수집된 기 년도를 입력한다.

항목 구성  내용

대분류 경제, 사회, 문화, ...

중분류 대분류에 포함되는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에 포함되는 소분류

기준년도 2005년 이후

지역코드 도로명주소 코드(5자리)

표 3. 지자체 통합 DB 자료의 구성

3. 데이터베이스 설계

체 데이터와 역별 데이터, 앙정부 데이터와 지

자체 데이터, 월별 데이터와 연도별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장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에 따라 다양

하게 조회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해서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을 한 설계를 

실행하 다.  

데이터웨어하우스(Data Warehouse)는 여러 데이터

베이스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주제에 따라 통합한 데

이터 장소로 다차원 데이터 모델을 도입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여러 차원에서 데이터 모델링이 데

이터 큐 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1]은 지역, 인구수, 

연도 3차원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큐 의 시이다. 사

용자는 필요에 따라 1차원부터 3차원의 데이터를 능동

으로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의 형태이므로, 사

용자 편의성을 극 화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월별, 연별 데이터와 일별 데이터를 일정 기간별로 합

계 처리하거나 평균값, 최 값, 최소값과 같이 추가 작

업이 필요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를 해서 기 데이

터와 별도로 요약데이터 테이블을 따로 설계하는 것이 

사용자 편의성을 극 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1].

그림 1. 다차원 분석을 위한 데이터 큐브

데이터웨어하우스의 설계에는 차원 모델링이 이용되

며 가장 표 인 것으로 스타 스키마와 스노우 이

크 스키마를 둘 수 있다. 스타스키마로 표 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를 보는 방법을 나타내는 차원 테

이블과 실제 분석하고자 하는 스타데이터를 포함하는 

사실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노우 이크 스키

마는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차원 테이블을 정규화한다

[13].

지자체 통합 DB는 분류코드, 공통코드, 세부코드, 지

역코드, 기 년도 5차원으로 설계하 으며, 데이터의 

복을 허용하는 스타스키마로 설계하 다[1]. [그림 2]

는 체 설계도의 일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분류, 

분류, 소분류를 리하는 코드테이블이 존재하고 각 소

분류별 세부분류 데이터의 종류와 데이터가 다르므로 

테이블이 각 소분류별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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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합DB 설계

이 게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개발하

다. 분류, 분류, 소분류별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

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한, 소분류의 데

이터 에서 세부분류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항

목만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구 하여 사용자의 편

의성을 극 화 하 다. [그림 3]은 데이터 조회화면을 

보여 다.

(a)는 경제자료 DB 조회 화면을 보여 다. 분류는 

경제, 분류는 고용과 노동, 소분류는 내국인 정보를 

조회하는 화면이다. 출력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소분

류 아래 세부분류 항목을 보여주고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세부분류 항목은 소분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로 리해야 한다. (b) 화

면은 문화자료 DB 조회화면인데 이 화면의 출력조건은 

도서  수, 연면 , 총좌석, 산액, 직원 황과 같이 (a)

화면에 출력조건으로 제시된 항목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게 각 소분류별 리해야 하는 세부분류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소분류별 테이블이 각자 생성되어야 

한다. 

(a) 경제자료 DB 조회 화면

(b) 문화자료 DB 조회 화면

그림 3. 통합DB 데이터조회 화면

IV. 통합 DB 설계 개선

앞에서 설계한 통합 DB는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

스로 리하려고 계획하고 설계한 결과물이다. 소분류 

아래 세부분류 항목이 각 소분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소

분류의 개수만큼 테이블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 게 새

로운 소분류가 추가될 때마다 테이블이 추가되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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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 리 측면  데이터 조회 로그램 작성 시

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 연구자는 각 지자체의 

분류, 분류별 데이터를 조합하여 분석데이터를 작성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각 

소분류별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한다

고 하더라도 조회한 데이터를 다시 편집해야 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 

데이터베이스 리상의 문제와 데이터 편집의 문제

를 해결하기 해서는 소분류별 데이터를 통합 조회하

여 사용자가 엑셀 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다운로드 받은 엑셀 일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편집하

게 하는 방안이 효율 이고 합리 이다.

통합 조회를 하여 개선된 지자체 통합DB의 자료의 

구성은 아래 [표 4]와 같다. 분류, 분류, 소분류는 

그 로 사용한다. 데이터범 는 국 단 의 데이터는 

‘ 국’이 입력되고, 국 단 가 아니면 해당 지역명이 

입력된다. 최소단 는 역자치단체명으로 구분된 데

이터인지 기 자치단체명으로 구분된 데이터인지를 나

타낸다. 수집년도는 데이터가 수집된 기 년도가 입력

되고, 출처는 데이터를 수집한 기 이나 사이트명이 입

력된다. 검색키워드는 해당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입력받아 , , 소분류가 아니라 련 검색

어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항목 구성  내용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세부항목)

데이터범위 전국, 특별시, 광역시, 시 

최소단위 광역, 기초

수집년도 2005 ~ 2017

검색키워드 ‘,’로 구분하여 개수 제한 없이 입력

출처 데이터 출처(기관명 또는 사이트 명)

표 4. 개선된 지자체 통합 DB 자료의 구성

각 세부분류별로 일명이 제공되고 사용자는 일

명을 클릭하여 데이터 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개선된 데이터 조회 화면  테이블 구조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개선된 통합DB 데이터조회 화면

V.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지자체별 데이터를 통합 으로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데이터

베이스(DB)의 설계 방안을 제안하 다. 

첫째, 지자체 통합 DB는 지자체의 경제, 사회, 문화 

활동 반에 한 범 하고 이질 인 자료를 망라하

여야 하며, 지자체 간 그리고 데이터 구성 요소 간의 차

이를 고려해서 체 자료를 통합할 수 있는 스키마

(schema)를 설계하고 이에 바탕을 두고 구축되어야 한

다. 데이터는 특성에 맞게 구조화되어 조회할 수 있어

야 하며, 키워드를 통한 검색을 통하여 련 데이터를 

종합 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목 에 필요한 데

이터를 쉽게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아 분석데이터를 편

집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조회  다운로드 

기능이 필수 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자체 통합 DB 구축을 하여 설계상의 

고려사항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 지만, 실제 

개선된 사항을 반 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제시하지는 못하 다. 향후에는 실제 구축을 

수행하면서 실제 발생하는 문제 과 이를 해결하기 

한 해결책에 한 실무 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이다. 한, 지자체 경제효율성 분석은 매년 같은 항

목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경제효율성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만 추출하여 요약테이블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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