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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의 e-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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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Public Mask Applications fo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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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난제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과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ICT 기술발전은 다양한 

주체 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극단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개발자, 시민개발자의 협력네트워크 

형성은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 실시간 소통을 위해 생성된 대화방을 대상으로 e-거버넌스의 

속성을 살펴보고,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의사소통과정의 역동적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온라인 소통기반 e-거버넌스의 작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 간 전문지식의 결합이 네트워크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였고, 주요 행위자 간 협력을 위한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이 네크워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웹 2.0, e-거버넌스, 공적 마스크 앱, 네트워크 분석, 시빅해킹

요 약

ICT technology development has led to a breakthrough change in government decision making by 

improving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The formation of ICT-based 

cooperation network between public organizations and civic tech developers to solve the problem of masks in the 

COVID-19 pandemic serves as a milest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perties of e-Governance  

and analyze the dynamic network structure of the communication process for chat rooms created during the 

development of public mask apps. Fir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ossibility of online-based e-Governance can 

be identified. In addition, the combination of expertise to solve social problems interacted organically within the 

network. Emotional communic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key actors was marked as important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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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맺기, 세상과 소통하고 반응하는 방법 등에 획

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Myung, 2020), 이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책과정 참여를 점차 보편화시키

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펜데믹은 정부의 역할과 거버넌스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은 난제화 된 사회문제에 실효적으로 대

응하기 위하여 정부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는 부가적인 

활동을 창의적으로 기획하여 수행하거나, 공공과 민간

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문제중심의 관리활동’이 갖

는 중요성을 드러냈다 할 수 있다. 2020년 초, 코로나 

19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마스크 수급이 사회문제

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기존의 일하던 방식에서 벗어

나 마스크 수급관리를 위하여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이

해관계자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커뮤니티를 구성하

였다. 커뮤니티 내에서 시민개발자(시빅해커)를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공공부문, 민간기업 개발자 등이 

함께 모여 공적 마스크 앱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

발하였고, 마스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 실시간 소

통을 위해 생성된 다양한 대화방 중 대화내용이 공개

된 두 개의 대화방을 대상으로 e-거버넌스의 속성을 

살펴보고, 대화방에서 주요 행위자는 누구였는지, 주

요 행위자 간 협력네트워크는 어떠했는지 등 공적 마

스크 앱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의사소통과정의 

역동적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e-거버넌스와 코로나 19 공적 마스크 앱 
개발

1. 웹 2.0과 정부-시민 간 관계의 변화

전통적인 정책형성 과정에서 정부는 정책의제 설정, 

대안 선택, 정책 결정의 전 과정에 있어 위계의 최정점

에서 최종선택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Lee, et al., 

2008, 59쪽). 즉, 정부는 도출된 의제와 정책 대안 중

Ⅰ. 서론

2000년대 들어 세계화, 정보화, 기술 패러다임 변

화 등 급격한 사회환경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예측

하기가 어렵고, 변화가 빠르며, 원인·결과의 연쇄고리

가 복잡한 소위 난제로서의 공공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Alford & Head, 2017; Roberts, 

2000; Song, 2008; Yoon, 2013). Light(2014)는 이

러한 난제화 된 공공문제의 해결에 있어 정부가 기존

의 ‘표준화된 대응 방법’으로 관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은 명확한 한계를 가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당

면한 공공문제 해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즉, ‘전지전능한 문

제 해결자’라는 기존의 합리적 신화를 버리고, 민간 전

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정책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주

체의 관점을 다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과 적극적으

로 협업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

다(Kwon & Yoon, 2020).

한편, 최근 몇 년간 어느 때보다 빠른 디지털 기술

의 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로 급격한 사회적 변

화를 맞이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작된 변

화는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초연결사회로 이어지고 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과 파급력이 민간·산업 

부문 못지않게 큰 부문이 공공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내적으로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을 지원하고, 외적으로는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서비

스의 다양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데이터의 축적과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은 정책결정에 있어 증거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또한 정책결정에 있어 

디지털기술이 접목되어 다각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즉, ICT 발전과 디지털기술은 공공서비스 생

산 및 공급과정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출현으로 사람 간



COVID-19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의 e-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구

25정보화정책

2. e-거버넌스 개념과 특성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사회 모든 부문의 

정보화를 가져왔고(Kim, 2020, 235쪽), 정부기능에 

있어서도 ICT와 디지털 기술의 접목과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ICT의 발전은 e-거버넌스 논의의 가속

화를 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사회구성원에게 언

제 어디서나 온라인의 열린 공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

고 주체 간 상호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쌍방향적 정보공유와 접근을 가능하

게 하였다(Hwang, et al., 2004, 12쪽). 이로써 더 많

은 시민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궁극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e-거버넌스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공공

서비스 전달 및 정부와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의 일련

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시민들이 단순히 공공서비스

의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생산자로서 정책과정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 한다

(Yoon, 2007, 147쪽). 즉 e-거버넌스는 정보통신기

술을 활용하여 국가를 포함한 시장, 시민사회 등 다양

한 행위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 네트워크를 구

성해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Yu & Oh, 2015). e-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다원적 

민주주의 내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이익표출의 

비대칭성과 불공평성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주의 형태로의 회귀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e-거버넌스는 거버넌스와는 또 다른 

형태의 미래형 사회관리 시스템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

다(Myung, 2020, 299쪽).

e-거버넌스가 확립되고 구현되면 다양한 사회적 편

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 측면에서는 정부 활동의 투

에서 시민의 정책 수요에 따른 결정보다는 정부의 정

책목표에 부합하는 안을 선택하는 정부 주도의 일방

적 문제해결 및 정책 결정 행태를 보였다. 전자민주주

의가 강조된 웹 1.0 시대에도 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료적 위계질서에 기초한 전통적인 정책

결정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시민 역시 제한

된 협력적 참여자로써 정책과정에 여전히 객체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웹 2.01) 시대, 정부와 시민 간 관계는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웹 2.0은 소셜 네트워

크 형성을 촉발하여 다수 정보제공자와 다수 이용자의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웹 2.0 시대의 의

사결정 모델은 전통적인 정책결정과정 모델이 갖는 순

차적, 단선적, 폐쇄적 특징 속에서 발생하는 정부와 정

책 소비자로서 시민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네트워

크화 된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가 정책과

정에 매우 복잡하게 참여하고 있다. 즉, 정책단계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정책소비자인 시민이 정책생산

의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Lee, et al., 

2008, 63쪽). 즉, 웹 2.0 시대 정부는 열린 정부를 지

향한다 할 수 있다. 웹 2.0 시대의 웹은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정보 순환과정에서도 웹 1.0 시대와

의 큰 차이를 보인다. 웹 1.0 시대의 웹 환경은 소수 

전문가에 의해 정보가 생산되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형태의 정보공유 창구역할을 수행한 반면, 

웹 2.0 시대의 웹은 정보생산 과정에서 참여, 공유, 개

방 등이 가능한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개개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중의 협업

적 의사결정으로서 집단지성을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웹 2.0의 문화적 기술적 특성이 공공분야에 도입되어 

정부는 정부2.0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정부와 공공서

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   웹 2.0은 기존의 포털 중심의 웹 1.0에서 진화된 차세대 웹으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와 지식을 생산, 공유, 소비하는 열린 인터넷을 
의미한다(Myung, 2020: 30). 즉, 시민들은 소셜 네트워킹서비스에 다양한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 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을 웹 2.0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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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고자 하였다.

4. e-거버넌스와 코로나 19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

1)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 배경

2019년 1월, 국내 첫 번째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

생했다. 이후 코로나 19는 빠르게 확산되었고, 바이러

스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수요는 급증했다. 사람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이른 시간 판매처 앞에서 긴 줄을 

서는 등 마스크 수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에 정부는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안을 찾는 

데 골몰했고, 이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

과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 수량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

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을 위

해 세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했다. 첫 번째는 기존 공공 

앱을 활용하는 방안, 두 번째는 신규 앱을 개발하는 

방안, 세 번째는 민관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방안이었

다. 첫 번째 안은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정

보 앱’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

료정보 앱’을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개발내용과 범위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두 기관

의 코드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과도한 트래픽

이 몰렸을 때 기존 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었다. 두 번째는 정부가 민간 개발자를 선정해

서 별도의 신규 앱을 개발하는 안이다. 개발기간이 짧

다는 이점이 있지만 운영 준비기간과 서버 구축 비용, 

긴 정부 조달과정 기간 등이 걸림돌이었다. 세 번째 민

관협력 방식은 정부가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

방하면 민간에서 이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앱을 개발

하는 방식이다. 짧은 시간 안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지만, 정부의 데이터를 개방 가능

한 데이터로 변환해야 하는 점, 보안이나 트래픽 대응

을 위해 외부에 별도 API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

이 문제였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  

34~37쪽)

명성과 책임성 제고가 가능하고, 정부, 시민, 기업, 시

민사회 등 다양한 그룹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부 서

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시민 측면에서는 사회문제 및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참여 가능성이 향상됨으로

써 민주주의의 근원이 강화되고, 시민의 정보접근을 

통한 시민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3. e-거버넌스 연구경향과 연구의 차별성

Bindu. et. al.(2019)은 전 세계 e-거버넌스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0년 행정

시스템에 관한 주제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e-거버넌스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0년 전후반은 정보시스템 모

형과 전환모형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면, 2010년 후반

은 시스템 평가,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사용자 수용 등

이 주요 관심 주제로 다루어졌다(Kim, 2020). 그리고 

2016년부터는 오픈 데이터, 소셜네트워킹, 참여적 거

버넌스, 웹 2.0과 같은 주제에 관심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Yu and Oh(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e-거버넌스 연구는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시각에서 연

구의 주제 및 내용 등이 편향되어 있어, 시장, 시민사

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

여 활성화 등을 다룬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지

적하고 있다. e-거버넌스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 등 여러 행위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해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관계 분석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적극적

으로 전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관련 사례의 단순 기술

에서 벗어나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 생성된 온

라인 대화방을 연구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

공, 민간, 시민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의 

동태적 네트워크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e-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있어 이론적 설명력과 이해력을 높이는데 



COVID-19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의 e-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구

27정보화정책

원,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 기업(파

스타-얼라이언스), 시민개발자그룹, 웹  앱 개발 기업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 38쪽)

2)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의 e-거버넌스 구조와 협력과정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을 위한 e-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되었다. ICT 기술을 활용해 추진되는 

프로젝트 인만큼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축이 되었다.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

전부의 공동산하기관인 NIA,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적 마스크 앱 판매처인 약국

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했다. 민간에서는 

클라우드 기업과 시민개발자 등이 참여해 주요한 역

정부가 위 세 가지 안을 갖고 고민하던 시기에 시민 

개발자(시빅해킹 그룹)들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요청하

는 제안서2)를 광화문 1번가에 게시했다. 2020년 3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혁신비서관실은 공

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개방과 앱 개발을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 시민 개발자 등이 함께 만나서 논의하는 긴

급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모인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

은 코로나 19라는 위기 속에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그 결과, 정부

가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하면 시민 개발자들

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 공적 마스크 앱을 개발하는, ‘민

관협력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를 일원화된 체계 속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앱 TF를 구성했다. TF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

2)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시민개발자들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 지역, 확진자 동선 및 방문 시설 등의 코로나 19 정보를 시각화 해 전달하는 
웹/앱을 개발했다. 주로 정부가 발표하는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정보를 제공하던 시민개발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수동으로 수집하는 방식과 
데이터 제공하는 기관마다 데이터의 속성과 업데이트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시민개발자들이 모여서 ‘코로나 
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팀’을 만들었고, 신속하고 신뢰성 있으며 재생산이 용이한 형태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광화문 
1번가’에 제안서를 게시했다. (코드포코리아;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표 1>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을 위한 3가지 방안

<Table 1> Three ways to develop public mask applications (apps) for COVID-19

1.   Utilize existing public health apps 2.   Develop a new app 3.   Seek public-private partnerships

・ Disseminate mask-related 
information through existing apps 
such as “Health Information” app 
provided b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nd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app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ntral Emergency   
Medical Center).

・ The government entrusts the 
private App developers for the app 
development. 

・ The government provides the data on 
the sales of public mask.

・ Private App developers willfully 
develop the relevant apps.

・ Need to unify pharmacy codes on 
the aforementioned two apps.

・ Disruptions due to excessive web 
traffic may occur.

・ Time to prepare is needed before 
launching the app and high 
construction cost.

・ Government procurement process 
needs a certain period of time 
(approx. a month)

・ Excessive web traffic may lead to 
app malfunctions.

・ Swift provision of high-quality 
information is possible thanks to the 
private sector.

・ Need to convert the data to the 
publicly available form.

・ Separate API server is needed.

source :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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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 공적 마스크 앱을 개발하였다. 국민들은 개발된 

공적 마스크 앱으로 마스크 재고 수량을 파악해 줄을 

서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적 마스크 앱 개발 추진에 참여한 주체들의 주요

한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는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실과 긴밀하게 소

통하면서 마스크 앱 개발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한 역할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요양기관 업

무포털’을 활용3)해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모아서 NIA에 제공했다. 여기에는 판매기관

할을 했다.

공적 마스크 앱이 개발되는 추진체계는 <그림 1>과 

같다. 약국, 우체국, 농협 등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판매 데이터를 입력하면, 입력한 데이터를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에서 수집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해서 

오픈 API 형태로 개방하는 역할은 NIA가 했다. 이는 

시민개발자(시빅해커)들이 쉽게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환해 주는 작업이다. 클라우드 기업은 클라

우드 인프라를 시민 개발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시

민개발자(시빅해커)들이 좀 더 안 정적으로 앱을 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시민개발

자(시빅해커)들은 NIA가 개방한 Open API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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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민관 거버넌스 주체 구성 및 주요 역할

<Fig. 1>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contributors’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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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기업 협의체인 파스-타 얼라이언스(KT, 코스콤, 

NHN, NBP)는 시민 개발자들에게 두달간 무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했다. 시민개발자(시빅해커)

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서버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앱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NBP는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의 클라우드를 

제공했다.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했을 때 

대량 접속 발생 등으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

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NBP의 클라우드를 통해 

판매 데이터가 제공되었다.7)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

발자들이 지도 API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

원했다.

시민개발자(시빅해커)들은 실질적으로 마스크 앱

을 개발하는 역할을 했다. 광화문1번가에 공공데이터 

개방 제안서를 제출했던 ‘코로나 19 공공데이터 공동

대응팀(이하 공동대응팀)’이 허브가 되어 정부와 시민

개발자(시빅해커)를 연결했다. 공동대응팀에서는 공

적 마스크 앱을 개발할 시민개발자(시빅해커)를 모집

했고 많은 시민개발자(시빅해커)들이 참여할 수 있도

록 개발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핸드북을 제작  배포했

다. NIA가 사전 공지한 데이터 개방 항목에 대한 시민

개발자(시빅해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 시

민개발자(시빅해커)들은 NIA가 제공한 Open API 명

세서를 받아 데이터 개방시 앱도 함께 공개될 수 있도

록 앱 개발에 착수했다. 앱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테스

트용 Open API로 베타테스트를 진행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했다. 마스크 앱이 공개된 이후에도 

판매처와 이용자, 정부의 피드백을 확인하고 이를 서

코드, 판매기관명, 판매기관주소, 기관유형코드, 입고

일시, 입고수량, 판매수량, 데이터생성일시 등이 포함

됐다(코드포코리아).4)

NI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집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받아 이를 재가공해 Open API 방식으

로 시민개발자에게 제공했다. 재고 수량 구간화를 설

정하고 판매처 주소를 좌표값으로 변환하는 등 데이

터를 재가공해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한 것이다.5) 특

히 시민개발자(시빅해커)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것도 중요한 부

분이다. 시민개발자(시빅해커)의 편의성을 고려해 개

발자 친화적인 JSON(Java Script Object Notation) 

형식의 API를 제공했으며, API 명세서는 즉시 코딩해

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스웨거(Swagger) 기반으로 작성

해 공유했다. 즉, 시민개발자(시빅해커)들이 최대한 짧

은 기간 안에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

를 제공한 것이다(코드포코리아). 공적 마스크 앱 개발 

추진 과정에 있어 NIA는 각 주체들이 소통하는 데 있

어 허브 역할을 하기도 했다. 시민 개발자들의 데이터 

등 앱 개발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해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전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조율 결과를 

시민개발자(시빅해커)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 마스크 앱 개발 이후에도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개발자(시빅해커) 

등 각 주체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개발된 앱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환경

을 구축한 것은 클라우드 기업이었다.6) 국내 클라우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활용해서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마스크 앱 개발에 
활용했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 79)

4)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마스크 판매처에 공급되는 수량과 실시간 재고 수량 파악이 필수이다.
5)   NIA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최종 제공하는 데이터는 판매기관코드, 판매기관명, 판매기관주소, 기관유형코드, 판매기관위경도(주소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경도 좌표 생성 제공), 입고일시, 잔고수량구간, 판매중지, 데이터 생성일시 등이다. (코드포코리아)
6)   공적 마스크 앱 개발 프로젝트로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각인되었으며, 이는 클라우드 인식 전환의 기폭제로 작용하기도 했다. (NIA 관계자 인터뷰, 

2021.01.22.)
7)   그 동안 정부는 보안 등의 문제로 공공 데이터 개방시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의 경우 많은 국민들이 서버에 접속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데이터 포털 DB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NBP의 협조를 받아 NBP 클라우드로 제공했다. (NIA 관계자 
인터뷰,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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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라는 상황은 ‘나를 포함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을 갖게 하면서 시민개발자(시빅해커)들이 공적 마스

크 앱 개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이번 사례에 있어 특징적인 부분은 시민개발자

(시빅해커)가 정책 추진에 있어 일부가 아닌 전 과정

에 참여했다는 것과 시민개발자 개개인이 아닌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참여했다는 것

이다. 코로나 19 초기, ‘믿을 수 있고(정부제공), 기계

가 읽을 수 있으며(API), 일관되고 규칙적인(데이터셋 

가이드라인) 원천데이터(Raw Data)’9)의 필요성에 공

감하는 시민개발자(시빅해커)들이 모여 코로나 19 공

공데이터 공동대응팀을 만들었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공적 마스크 앱 개발 논의 초기부터 함께 참여했다. 

공적 마스크 앱이 개발되는 과정에서도 관련 주체들

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했고, 공적 마스크 앱이 개발된 이후에도 외부 다양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개선  운영해나가는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더불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

는 동료가 있다는 것도 시민개발자(시빅해커) 서로에

게 든든한 힘이 되었다. 앱 개발에 있어 다양한 정보

를 공유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등 서로에게 조력자 역할을 했다. 정부 입장에서

도 협력할 수 있는 명확한 대상으로서 시민개발자(시

빅해커)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마스크 앱 개

발을 추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주체들 간의 수평적이고 신속한 

소통을 꼽을 수 있다. 마스크 앱 개발 사례는 앞서 살

펴본 것처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 매끄럽게 일

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주체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

요한 부분이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온라인 대화방이었다. 온라인 대화방은 실시간으로 여

러 주체 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채널이었기 때문에 발

생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의견

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8)

3)    공적 마스크 앱 개발 e-거버넌스의 수평적 협력과 

소통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이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추

진될 수 있었던 것은 각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한 것과 주체 간에 수평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

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민관협력에 있어 정부의 열린 마음과 적절한 

자원배분, 유기적 역할 분담을 들 수 있다. 민관협력 

방식의 혁신 정책이 추진되기 어려운 이유는 이 과정

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오롯이 정부가 지게 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소극적으로 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 정책은 절차의 공정성과 형

평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 과정이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공적 마

스크 앱 개발과정은 이러한 부분을 모두 뛰어넘는 혁

신적 과정이었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마스크 대란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

히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민간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

으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즉, 시민

개발자(시빅해커)를 정책파트너로 인식하고 존중한 것

이다. 더불어 민관협력 방식이 채택된 이후에는 적극

적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주체들을 모으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각 주체들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주었다. 특히 각 주체들의 역할이 유기적

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체 간 소통을 중시하고, 각 

주체간의 의견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시민개발자(시빅해커)들의 적극적이고 자발

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코로나 

8)   공적 마스크 앱이 공개된 이후에도 시민개발자(시빅해커)들은 앱 서비스 관리를 위해 밤을 새거나 직접 약국 등 현장을 돌면서 의견을 청취해 앱에 
반영하고자 했다. (시민개발자 서면인터뷰, 2021)

9)   “[소셜 DNA 혁신상⑥코드코코리아] 마스크대란 잠재운 시빅해커그룹]”, 2020.10.18,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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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및 분석모형

1. 분석 데이터의 특징

공적 마스크 앱 개발 당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그룹 별 온라인 대화방이 생성되어 실시간 소통으로 

빠른 문제해결이 가능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온라

인 대화방 중, 코드포코리아10)에서 공개한 ‘코로나 19 

공익데이터 공동대응 대화방(텔레그램)’과 ‘공적 마스

크 앱 개발 대화방(카카오톡)’11)의 행위자 대화내용을 

주요 분석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코로나 19 공익데이터 공동대응 대화방(텔레그램)’

은 시민개발자(시빅해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화

방으로 2020년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의 대화 

내용에서 관계 및 내용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대

화방의 총 참여자수는 119명이었으며, 총 대화수는 

2,192건이 수집되었다. ‘공적 마스크 앱 개발 대화방

(카카오톡)’은 공적 마스크 데이터 개방 및 맵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공공부문, 민간기업 개발자, 시민개발자

(시빅해커)가 참여한 대화방으로 2020년 3월 6일부

터 7월 7일까지 운영되었다. 참여자수는 27명, 총 대

화 수는 209건이었다. 두 대화방의 대화내용은 대화

형 텍스트 데이터와 관계형 데이터의 혼합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화방의 대화내용은 구어체 중심의 일

상 텍스트 형태로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이라는 공동목

표를 포함하는 질적데이터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질

문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행위자 간 관계형태의 정보

를 포함하고 있다.

두 대화방의 네트워크는 e-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e-거버넌스의 규범적 

모형은 기존의 정부 중심에서 시민과 시민사회 중심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활

성화하고 각 부문의 니즈와 의견을 투입하고 환류함으

을 조율할 수 있었다.

온라인 대화방은 시민 개발자 간의 소통을 위한 대

화방과 NIA가 이해관계자(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

재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민개발자, 전문가 

등)와의 소통을 위해 열었던 다양한 대화방이 있었

다. NIA는 이 대화방을 통해 각 주체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마스크 앱 개발 주체들 사이에

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다양한 대화방 중 시

민개발자가 참여했던 대화방 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민개발자들만 참여했던 대화방에서는 주로 NIA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데이터 개방과 관

련된 정보와 요청사항들이 공유되었다. 이에 대한 시

민 개발자들의 의견들을 다시 모아서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은 공동대응팀의 주축 멤버(3월 5일 회의 참석자) 

들이 담당했다. 이들은 여러 주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

적 마스크 앱 개발 대화방’에 시민개발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즉, 이 대화방은 시민개발자들에게 앱 개발

을 위한 중요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개발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로서 활용되었다. 더불어 시민개발자들이 

앱 개발하는 데 있어 서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채널로

서 역할했다. 서로가 개발한 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

기도 했고, 앱 개발 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을 

해주기도 했으며, 앱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

기도 했다. 특히 시민개발자들은 현업이 따로 있어서 

밤에 개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밤에 실시간으로 

대화방을 통해 소통을 많이 했다. 채널은 초기에는 텔

레그램을 이용하다가 개발자들이 늘어나면서 좀 더 효

율적인 소통을 위해 슬랙으로 옮겼다.

여러 주체가 참여한 ‘공적 마스크 앱 개발 대화방’은 

앱 개발 추진에 있어 주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주체

들의 의견을 전달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이 방에는 

NIA, 공동대응팀, 클라우드 기업 등이 참여했다.

10)   코드포코리아는 코로나 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을 통해 200여명의 시빅해커들과 함께 공적 마스크 앱을 만든 이후 결성된 결사체로 공익데이터와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1)   대화방의 이름은 코드포코리아에서 제공한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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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솔루션이 마련되어 시민개발자 커뮤니티로 전달되

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짧은 시

간 내에 앱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시민개발자 네트

워크는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이라는 전체 e-거버넌스의 

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다. 

 2.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 생산된 대

화방 속 다양한 주체들이 어떻게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로써 정책의 방향,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제공 시기 

등을 시민들과 논의하고 합치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김구, 2020). ‘코로나 19 공익데이터 공동대응 대화방

(텔레그램)’은 앱 개발의 주체인 시민개발자들의 소통

공간으로 앱 개발과정에서의 상호 지식공유는 물론 필

요한 데이터 및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현장의

견수렴 네트워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현장의

견은 두 대화방에 동시에 참여하는 행위자를 매개로 두 

대화방에서 상호 공유되었고, 공공부문과 민간개발자, 

시민개발자가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생산적 논의를 통

Public Sector

Private Sector(Developer)
Civic Hacker

Civic Hacker

Civic Hacker

Civic HackerCivic Hacker

COVID 19 Public Data Joint Response 
Chat Room (Telegram)

Public Mask App Development 
Chat Room (Kakao Talk)

Troubleshooting 
Requests

Solution

(mediated role) (mediated role)

<그림 2> 두 대화방의 관계

<Fig. 2> Relationship between two chat rooms

<표 2> 분석 데이터 

<Table 2> Analysis data

・ Chat rooms of two groups created during the development of mask apps unveiled by 'Code for Korea

    ① COVID-19 Public Data Joint Response Chat Room (i.e. Telegram)
       - Composed of only Civic hackers

   ② Public Mask App Development Chat Room (i.e. Kakao Talk)
      - Composed of public sector groups (i.e. NIA), private sector developers, and civic ha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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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행위 또는 단어의 연결 형태와 수를 나

타내는 연결관계(Degree), 연결관계 사이의 정보

전달의 중요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전체 연결 관계 중 최단

거리에 위치하여 신속한 정보전달이 특징인 근접중심

성(Closeness Centrality),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

어 선호적 연결을 파악하는 페이지랭크(Page Rank), 

인기있는 관계의 구조적 위치를 확인하는 위세중심성

(Eigenvector Centrality) 등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의 지표들을 활용하여, 행위자들 간에 주고 받은 질문

과 응답의 대화행위에서 빈도, 위상, 위치 등의 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행위자가 대화관

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단어 간의 관계 역시 네트워크에 감성단어를 연

결한 지표를 활용하여 어떤 단어가 협력을 강화시키

는 맥락으로 작용하였는지, 협력을 구체화 하는 정서적  

단어와 수단적 단어의 관계는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간 내에 어떻게 

견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조적 

맥락과 수단적 맥락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 그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화관계맥락과 대화관계맥락을 이끄는 의미

맥락을 파악하는 두 가지 분석방법을 시도하였다.

먼저, 하나의 형태를 갖는 질문과 응답을 포함한 텍

스트 형태의 대화 데이터에서 의미구조와 대화관계구

조를 분리하였다. 이후, 의미맥락 구조를 갖는 텍스트

데이터 형태와 질문과 응답 행위의 시간순서대로 대화

관계구조를 갖는 행위 또는 단어의 연결관계를 나타내

는 매트릭스를 각각 산출하고 문장형태의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단어형태로 분리하는 형태소 분석과정을 거

쳐 불용어 삭제, 공출현 가능성이 적은 단어 정제 과정

을 통해 통사적 의미를 갖는 용어들을 활용해 사용자 

사전을 적용하는 순서로 텍스트마이닝을 수행하였다. 

각각 산출된 대화관계맥락과 의미구조맥락 매트릭스

를 통해 각 행위와 의미맥락구조를 정량화하고 정밀하

게 측정, 해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표를 산출하였다.

또한, 클러스터링(Clustering) 알고리즘과 감성단

어 적용을 통해 인접한 의미맥락을 그룹화함으로써 감

성단어별로 맥락의 형태를 극대화하고, 거시/미시 네

트워크 지표를 산출하여 맥락 단어간 관계의 영향력과 

대화관계의 위상을 파악하였다.

actor
dialog

.

.

.

.
n

word
detach

TF

actor…1
dialog Matrix Clustering

sentiment
discourse

Top 50 Most Relevant Words Sentiment lexicon

 Morpholog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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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ment disc.
Soc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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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ing

Sentiment disc.
Soc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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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ment disc.
Soc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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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 Matrix

actor …n
dialog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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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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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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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그림 3> 관계 및 의미맥락 혼합 네트워크 분석모형

 <Fig. 3> Mixed network analysis model of relationships and semantics



정보화정책 제28권 제3호

2021·가을34

대화관계와 의미맥락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구조적인 협력을 창출하는 주요 행위자의 지위

와 권한에 따라 주도적인 수단과 정서적 담론의 형성 

형태를 이해할 수 있다.

Ⅳ. 연구결과

1. 대화방 네트워크 특성

1)    코로나 19 공익데이터 공동대응 대화방(텔레그램) 

분석결과

코로나 19 공익데이터 공동대응 대화방에서는 소수

이때 감성단어는 형태소 분석 이후 보편적인 대화

내용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감성어휘를 사전으로 구

축하고 대화의 목적 단어와 분리하여 네트워크에 적용

하였다. 인접하게 모여 있는 공출현 단어들을 분류하

는 클러스터링(Clustering)기법 중 뉴만-무어 알고리

즘(Clauset-newman-moore algorithm)은 그룹 내 

인접한 관계가 그룹 간 관계보다 많도록 하여 의미나 

행위정보 전달에 필요한 관계 활용을 찾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Cho & Kim, 2012). 이는 수단적 의

미와 정서적 의미의 그룹화 된 담론을 통해 협력구조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해석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

<표 3> 코로나 19 공익데이터 공동대응 대화방 상위 20명의 주요 질문자 및 응답자 대화횟수 

<Table 3> COVID-19 Public Data Joint Response Chat Room:  

Number of key questionnaires and respondents in the top 20  

Key Questioners No. of chats Key Respondents No. of chats

OH 415 OH 328

TJINA 337 TJINA 218

kang***WAN(a) 187 JLEEA 204

JLEEA 137 kang***WAN(a) 180

EUNA 112 kim***JOO(b) 78

MO*** 100 EUNA 65

han***JIN 69 kang***YOON 65

kang***WON(a) 55 han***JIN 61

kim***JOO(b) 50 MO*** 45

kang***YOON 45 lee***GEUN 44

WOH 39 kang***WON(a) 43

NKID 36 da***S 42

ryu***HOON 36 NKID 40

DJUNGA 35 HYOONB 39

da***S 31 jung***HYO 39

HYOONB 29 DJUNGA 36

DLTD 27 WOH 35

GKIMA 27 ryu***HOON 30

YJEONG 27 YJEONG 25

lee***GEUN 26 YOY 25

평균 91.00 평균 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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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구조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을 위해 시민개발자 간 활발한 대

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대

화방에서는 시빅해킹 활동에 대한 지원정보가 빠르게 

교류되었고, 앱 개발 아이디어 교환, 데이터 활용방식 

공유, 개발된 앱 서비스에 대한 상호 피드백 등이 활발

히 이루어졌다.

한편, 대화 영향력이 높은 참여자는 OH, EUNA, 

TJINA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 19 공익데이

터 공동대응 대화방에서 대화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

고 가장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 높

은 kang***WAN(b), JLEEA, MO***, kim***JOO(b), 

pang***, da***S, han***JIN, kang***YOON, 

jo***HYUN(b) 등의 대화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

났다. 대화 영향력이 높은 참여자들은 대부분 초창기 

‘코로나 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을 이끌었던 그룹으

로 대화방을 생산적인 장으로 빠른 앱 개발이 이루어

의 대화 참여자가 질문과 응답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

는 특정 참여자가 대화방의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코로나 19 공익데이터 공동대응 대화방에 

참여한 총참여자 수는 119명이고, 총대화 수는 2,192

건의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중 상위 20명의 평균 질

문은 91.00건, 평균 응답은 82.10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질문자 중 대화명 “OH”의 대화내용 수가 415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 역시 OH가 328건으로 

다른 참여자와 가장 많은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공익데이터 공동대응 대화방에서의 대

화관계 구조는 질문과 응답이 비교적 긴밀하게 이루

어지고 있었으며, 대화의 전파 가능성도 비교적 크

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대화방 네트워크의 밀도

(Density)는 0.060409, 평균 네트워크 거리(Average 

Geodesic Distance)는 2.407498로 분석되어 관계

구조의 거리와 밀도 모두 좁고 긴밀한 형태의 대화관

<표 4> 코로나 19 공익데이터 공동대응 대화방 질문-응답 대화관계 영향력 지표

<Table 4> COVID-19 Public Data Joint Response Chat Room: Q&A Interaction Influence Indicator

Vertex Degree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Page Rank

OH 70 2644.01235 0.00592 0.04713 9.62919

EUNA 38 1250.62908 0.00481 0.02402 5.76687

TJINA 52 1102.39299 0.00526 0.04327 6.34481

kang***WAN(a) 37 996.50407 0.00493 0.03153 4.95974

JLEEA 43 682.20968 0.00500 0.03902 5.06538

MO*** 25 556.49018 0.00441 0.02495 3.34259

kim***JOO(b) 31 320.45575 0.00463 0.03144 3.49918

pang*** 11 253.75776 0.00394 0.01281 1.54997

da***S 21 205.01119 0.00431 0.02178 2.61330

han***JIN 26 176.03486 0.00457 0.02820 2.86919

kang***YOON 20 166.52469 0.00441 0.02400 2.40864

jo***HYUN(b)   4 121.50000 0.00373 0.00398 0.8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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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향력이 높은 행위자의 그룹별 대화내용을 

살펴본 결과 3가지 논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룹1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공공 데이터, 개발 서비스

에 대한 검토가 주로 논의되었고, 그룹2에서는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질

문과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그룹3에서는 상황판

단에 대한 대화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질의와 응답을 이끌어 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19 공익데이터 공동대응 대화방의 질문-응

답 대화관계 네트워크 분석결과, 대화방의 참여자는 5

개 그룹으로 유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화방에서

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과 개선점 및 정보

공유 등의 형태가 주요 대화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actor btw.  
central. actor btw.  

central. actor btw.  
central. actor btw.  

central. actor btw.  
central.

GI

TJINA 1102.393

G2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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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2644.012

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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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UNGA 100.387

JLEEA 682.2097 MO*** 556.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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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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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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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247
park*** 
HWAN

20.46946 no***DE(a) 117.5795 JKIMB 35.2105

WOH 68.50217 SSON 116.1863 SJANG 13.00471 SOL 116

<그림 3> 코로나 19 공익데이터 공동대응 대화방 질문-응답 대화관계 네트워크

<Fig. 3> COVID 19 Public Data Joint Response Chat Room: Q&A interac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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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orp.) 다음으로 kwon***HYUN(C corp.), 

oh***SEOK(C corp.)의 질의, 응답이 두드러진다. 이

들은 코로나 19 공익데이터 공동대응 대화방에도 참

여하고 있는 시민개발자(시빅해커)로써, 앱 개발과정

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 대화방에서 논의하고 솔루

션을 시민개발자 대화방으로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화방 참여자들의 대화영향력을 살펴보면 

대화방의 네트워크 밀도(Density)는 0.176638, 평

균 네트워크 거리(Average Geodesic Distance)는 

2.120713로 질문과 응답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

2) 공적 마스크 앱 개발 대화방(카카오톡) 분석결과

공적 마스크 앱 개발 대화방에서도 소수의 참여자

가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코로나 19 공공대응 대화방

에 참여한 총 참여자수는 26명이고, 총 대화 수는 209

건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주요 상위 19명의 대화는 평

균질문 11.00건, 평균응답이 10.63건으로 나타났고, 

주요 질문자 중 대화명 jung***YEOL(N corp.)의 대

화내용 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 또한 

jung***YEOL(N corp.)이 34건으로 가장 많은 질문

과 응답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jung***YEOL 

<표 5> 공적 마스크 앱 개발 대화방 상위19명의 주요 질문자 및 응답자 대화횟수

<Table 5> Public Mask App Development Chat Room: Number of key questionnaires and respondents in the top 19

Key Questioners No. of chats Key Respondents No. of chats

jung***YEOL(N corp.) 35 jung***YEOL(N corp.) 34

kwon***HYUN(C corp.) 32 shin***AE(b)(N corp.) 33

shin***AE(b)(N corp.) 30 oh***SEOK(C corp.) 23

oh***SEOK(C corp.) 28 kwon***HYUN(C corp.) 20

park***EUN(NB corp.) 21 park***EUN(NB corp.) 17

byun***YOUNG(NP corp.) 12 byun***YOUNG(NP corp.) 12

kim***SUNG(P corp.) 12 noh***MIN(b) 11

noh***MIN(c) 10 lee***CHEOL(N corp.) 9

kim***SUN(N corp.) 5 kim***SUNG(P corp.) 9

lee***SOO(C corp.) 4 kim***SUN(N corp.) 8

lee***CHEOL(N corp.) 4 Civic Hacker2 5

P corp. 4 lee***SOO(C corp.) 4

Civic Hacker2 4 P corp. 3

park***EUN(K corp.) 2 engineer2 3

kim***JOO(N corp.) 2 Civic Hacker 3

DOT 1 kim***JOO(N corp.) 2

Director(N corp.) 1 Manager(N corp.) 2

engineer2 1 good*** 2

good*** 1 noh***MIN(c) 2

평균     11.00 평균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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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NI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부서의 행위자

의 대화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마스크 앱 개발에서 앱 마켓 등록 및 문제해결이 중요

한 이슈였음에 따라 관련 민간기업 개발자의 대화영

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 마스크 앱 개발 대화방의 질문-응답 대화관계 

네트워크 분석결과, 대화방의 참여자간 인접그룹은 5

개 그룹으로 유형화됨을 확인하였다. 이 대화방에서는 

공적 마스크 앱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과 

개선점 및 상황공유 형태가 주요 대화내용으로 확인되

었다. 영향력이 높은 행위자들의 그룹별 대화내용을 

살펴본 결과, 그룹 1은 개발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발생

한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

고, 그룹 2와 그룹 3은 상황 및 정보공유를 위한 논의

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었으며, 대화의 전파경로가 평균 2단계 안에 모든 참

여자에게 공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대화의 

전파 가능성도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

적 마스크 앱 개발을 위해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jung***YEOL(N corp.), shin***AE(b)(N 

corp.), park***EUN(NB corp.) 등은 대화방에서 

대화 매개의 영향력이 가장 큰 참여자로 이들을 중심

으로 활발한 의사소통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 높

은 noh***MIN(b), byun***YOUNG(NP corp.), 

lee***CHEOL(N corp.), kwon***HYUN(C corp.), 

oh***SEOK(C corp.) 등이 대화참여가 활발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공적 마스크 앱 개발에 있어 가장 중

요한 요소는 공공 데이터 API 공개와 관련된 것이었

다.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

<표 6> 공적 마스크 앱 개발 대화방 질문-응답 대화관계 영향력 지표

<Table 6> Public Mask App Development Chat Room: Q&A Interaction Influence Indicator

Vertex Degree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PageRank

jung***YEOL(N corp.) 16 126.64286 0.02564 0.09075 3.37774

shin***AE(b)(N corp.) 11 73.00000 0.02222 0.06921 2.33907

park***EUN(NB corp.) 13 71.47381 0.02500 0.09020 2.58319

noh***MIN(c) 8 37.60476 0.02222 0.06368 1.64189

byun***YOUNG(NP corp.) 6 28.86905 0.01852 0.02869 1.19516

lee***CHEOL(N corp.) 5 25.33333 0.01754 0.04080 1.10075

kwon***HYUN(C corp.) 10 22.52143 0.02326 0.08296 1.87921

oh***SEOK(C corp.) 8 9.96667 0.02174 0.07401 1.51637

kim***SUNG(P corp.) 9 7.15000 0.02222 0.08130 1.67887

kim***SUN(N corp.) 7 6.83333 0.02000 0.06193 1.35588

noh***MIN(b) 6 5.90476 0.02041 0.05620 1.18036

P corp. 4 4.03333 0.01667 0.02988 0.8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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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ctor
btw. 

central.1
group actor

btw. 
central.12)

GI

park***EUN(NB corp.) 71.47381

G4

byun***YOUNG(NP corp.) 28.86905

kwon***HYUN(C corp.) 22.52143 noh***MIN(b) 5.904762

oh***SEOK(C corp.) 9.966667 P corp. 4.033333

kim***SUNG(P corp.) 7.15 Manager(N corp.) 0.00000

kim***SUN(N corp.) 6.833333 noh***MIN(c) 37.60476

G2

jung***YEOL(N corp.) 126.6429

G5

lee***CHEOL(N corp.) 25.33333

Civic Hacker 0,00000 kwon***HYUN(C   corp.), oh***SEOK 0.00000

kim***JOO(N corp.) 0,00000 shin***AE(a)(N corp.) 0.00000

park***EUN(K corp.) 0,00000 0,00000

Civic Hacker,   byun***YOUNG(NP corp.) 0,00000 0,00000

G3

shin***AE(b)(N corp.) 73.0000

Civic Hacker2 1.333333

engineer2 1.333333

DOT 0.00000

kwon***HYUN(C   corp.), Civic Hacker2 0.00000

<그림 4> 공적 마스크 앱 개발 대화방 대화방 질문-응답 대화 관계 네트워크

<Fig. 4> Public Mask App Development Chat Room: Question-answer interaction network

12)   코로나 19 공동대응 대화방 참여자 수가 적어 관계는 존재하나 매개중심성 값이 ‘0’인 참여자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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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지, 어떻게 온라인에서 강력한 협업체계를 구축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대화 의미맥락을 이해하기 위

해 감성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1)    코로나 19 공익데이터 공동대응 대화방(텔레그램) 

대화 감성분석

코로나 19 공익데이터 공동대응 대화방에서의 대화 

감성분석 결과, ‘협조’, ‘감사’, ‘수고’, ‘협력’, ‘협의’, 

‘해결’에 대한 긍정키워드가 도출되었다. 긍정키워드

2. 대화의미 분석결과

지금까지 대화방 참여자들의 질문-응답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통해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의 생

성된 대화방의 전반적인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대화방의 대화데이터는 정성적인 텍스트 데이

터 성격을 가짐에 따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 네트워크 속에서 참여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

하였는지, 참여자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동기부여를 

addition 
application 

civil complaint 

purchase 

update 

inquiry 

sale 

error 

number 

expectation 

cooperation appreciation 

effort 

site 

test 

stock 

error 

request 

distribution notice 
favor store 

action 
drug store 

reference 

correction 

importance 

load 

discussion 

solution 

service 

manage 

consultation 

appreciation 

share 

data 
condition 

development 

need stability 

matter 

cooperation 

mood 

consideration 

condition 
traffic 

change 

misunderstanding 
examination opinion 

delivery 

Specification 

keywords btw. central. keywords btw. central. keywords btw. central.

GI

solution 214.409

G2

notice 81.26513

G3

appreciation 817.1593

cooperation 205.9375 request 18.55655 effort 747.0436

consultation 177.3582 drug store 18.55655 cooperation 676.0924

share 101.2936 stock 18.55655 update 62.02347

development 87.92519 test 13.14754 site 18.55655

*    Keyword groups having global connections without local connections do not feature specific discourse but instead offer different meanings 

to other groups.

<그림 5> 코로나 19 공익데이터 공동대응 대화방 의미 네트워크(감성분석: 긍정)

<Fig. 5> COVID 19 Public Data Joint Response Chat Room Meaning Network (Sentimental Analysis: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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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 ‘협조’, ‘감사’, ‘수고’에 대한 의미맥락(G3)

은 현장에서의 판매나 구매, 수량과 민원 등에 대한 데

이터 수급과 협조에 대한 고마움의 의미를 지니는 것

으로 나타나 비교적 공공부문에서 데이터 수급에 협조

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협력’, ‘협의’, ‘해결’ 중심의 긍정키워드(G1)

는 외부의 분위기,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협의와 서비

스 운영과 기술적 부분에서의 문제해결 측면에서 적

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로

컬 의미연결이 없는 ‘공지’, ‘약국’, ‘테스트’, ‘판매처’, 

‘에러’ 등에 대해서는 데이터 협력과 서비스 개발 시 

필요한 문제협력의 글로벌 의미연결이 이루어지고 있

어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 협력과 해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항의’, ‘어렵다’, ‘문제’, ‘지연’, ‘혼란’, ‘불편’

에 대한 부정키워드가 도출되었다. 부정키워드로 나

타나고 있는 ‘어렵다’, ‘항의’ 등(G2)에 대해서는 정보 

공지와 대응에 대한 항의와 문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

고, 지도기반의 정보표시와 같은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means modification 

drug store 
map 

store 

complaint 

share 
traffic consideration 

concern 

laboriousness 

importance 

problem 

data 
effort 

delivery 

condition 

delay 

number 
error 

sale 

site 

purchase 
civil complaint 

input 

speed 

treatment 

update 

shortage 

confusion 
inconvenience 

expectation 

addition 

application 

confusion 

matter 

condition 

need 

service 

development 

management 

manage 

load 

difficult 

error 

reference 
stock request 

favor 

inquiry test notice 

delivery 

improvement 

display 

action 

Specification 

Occurrence 

keywords btw. central. keywords btw. central. keywords btw. central.

GI

problem 644.0609

G2

complaint 459.2897

G3

delay 725.9029

service 414.1037 difficult 325.5917 confusion 546.5102

effort 214.9834 drug store 144.6882 inconvenience 411.5407

data 133.6467 notice 90.33578 sale 59.48747

laboriousness 120.9897 stock 53.08987 purchase 52.96504

<그림 6>  코로나 19 공익데이터 공동대응 대화방 의미 네트워크(감성분석: 부정)

<Fig. 6> COVID-19 Public Data Joint Response Chat Room Meaning Network (Sentimental Analysis: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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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 마스크 앱 개발 대화방(카카오톡) 감성분석

공적 마스크 앱 개발 대화방에서의 대화 감성분석 

결과, ‘노고’, ‘감사’, ‘긍정’, ‘협조’에 대한 긍정키워

드가 도출되었다. 긍정키워드인 ‘노고’에 대한 키워드 

그룹(G3)에서는 ‘수량’, ‘오차’, ‘민원’ 등 문제해결과

정에서의 일반적인 의미의 대화들인 반면, ‘감사’, ‘긍

정, 협조 키워드 그룹(G2)에서는 ’구매’, ‘판매’, ‘상

황’, ‘모니터링’ 등 데이터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대화들이 오고 갔음을 알 수 있

또한, ‘서비스’, ‘문제’, ‘힘들다’, ‘고생’에 대한 키

워드 그룹(G1)에서는 시스템의 트래픽 관리, 개발과 

운영, 데이터 등에 대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

며, ‘불편’, ‘혼란’, ‘지연’ 키워드 그룹(G3)에서는 시

스템의 목적 중 하나인 마스크의 수량과 판매, 부족 

등에 대한 정보의 업데이트 측면에서 불편하다는 현

장의 민원 등에 대한 부정적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service 

civil complaint 

number 

opinion 

error 

appreciation 
discussion 

notice 

favor solution 

effort consultation 

stability 

cooperation 

appreciation out of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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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 

development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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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need 
consideration 

test 

share 
drug store 

list 

address 

map 

treatment 

modification 

application 

condition 

means 

reference 

current 

sale 

change 
monitoring 

condition purchase 
improve 

positive 

site 

addition 

mood 

delivery 

cooperation 

management 
distribution 

input 

action matter 

reflection 

inquiry 

request 

omission 
gap 

reaction 

laboriousness Specification 

keywords btw. central. keywords btw. central. keywords btw. central. keywords btw. central.

GI

data 91.74551

G2

appreciation 2195.166

G3

laboriousness 566.5043

G4

importance 20.09782

drug store 76.50036 cooperation 685.9575 opinion 18.95902 appreciation 9.976241

service 68.60958 positive 277.6323 error 18.95902 out of stock 0

development 18.95902 effort 187.7323 civil complaint 18.95902 misunderstanding 0

condition 12.45181 favor 132.4251 명세 18.95902

<그림 7> 공적 마스크 앱 개발 대화방 의미 네트워크(감성분석:긍정)

<Fig. 7> Public Mask App Development Chat Room Meaning Network (Sentimental Analysis: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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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반면, 부정 키워드에서는 ‘항의’, ‘힘들다’, ‘지

연’, ‘문제’, ‘염려’, ‘고생’, ‘위험’ 등의 부정적인 키워

드들이 도출되었다. ‘항의’, ‘힘들다’ 등의 키워드 그

룹(G2)에서는 데이터의 누락과 전달, 대응, 요청 등 

외부요인에 대한 항의와 함께 상황, 현장, 운영, 모니

터링 등 외부요인을 해결하려는 내부개발 과정에서

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즉, 데이터와 개발이 현

장의 실질적인 반영에 주요한 성과이며, 이를 해결하

려는 노력들이 큰 고민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염

려’, ‘고생’, ‘문제’, ‘데이터’, ‘지연’에 대한 키워드 그

룹(G1)에서는 시스템의 처리와 오류, 적용과 호출 등 

개발 차원에서의 문제들이 재고, 트래픽, 약국 등 실

제 현장의 상황에 맞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등의 서비

스 차원의 문제들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혼란’ 키워드 그룹(G3)에서의 

‘수량’, ‘의견’, ‘명세’, ‘민원’, ‘오차’와 같은 키워드

들이 단순히 기술개발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이 현

장에서 정확하고 적실하게 사용될 서비스와 긴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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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공적 마스크 앱 개발 대화방 의미 네트워크(감성분석: 부정)

<Fig. 8> Public Mask App Development Chat Room Meaning Network (Sentimental Analysis: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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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타적 동기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참여했다. 이러

한 이타적 동기는 문제해결의 협력을 위한 정서적 커뮤

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 마스크 앱 개발 과정의 e-거버넌스 네트워크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함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은 실시간 온라인 커

뮤니케이션으로 소통이 이루어졌고 결국 성공적으로 

미션을 완성했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e-거버넌

스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할 수 있다. 참여주체 

간의 마스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절묘한 공감대 형성

과 지식이 결합한 상황에서 ICT 기반 실시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앱 개

발 과정에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주체 간 파트너

십 극대화를 가능케 했다. 대화관계 분석결과 질문과 

응답의 대화관계의 구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졌고, 정부

정책과 데이터에 대한 목적과 정의, 개발서비스에 대

한 검토, 문제해결방안 논의로 구분되어 커뮤니케이션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네트워크의 성공적 운영으

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민개발자(시빅해커)와 공공 및 민간영역 주

체의 전문성 결합으로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파트너십

이 극대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정부의 공공문

제 정의가 명확했고, 특히 NIA 등 공공부분과 민간기

업 개발자 등의 소프트웨어와 기술 지식을 갖춘 시민 

개발자들에 의해 실질적인 솔루션이 마련되는 등 구체

적인 협업체계가 작동되었다.

셋째, 빠른 시간내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정서

적으로 안정된 맥락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있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

민개발자들은 서로에 대한 독려와 위로를 통해 정서

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했고, 이는 성공적인 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되었다. 물론 정부의 명확한 목적

의식과 시민개발자들의 자발적 참여의 동기가 있었다

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단기간에 그것

도 온라인으로 공적 마스크 앱을 성공적으로 개발하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Ⅴ. 결론

ICT와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정부와 시민 

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소

통할 수 있는 연결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

과 이해당사자들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자신들의 의견

을 제안하고,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e-거버넌스는 사회 시스템의 전체적 구조 내에서 

ICT를 활용하여 정부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참여 주

체 간 커뮤니케이션 활동 촉진, 프로세스 간의 유기적

인 네트워킹과 통합을 통해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

는 데 주목하는 특징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e-거버

넌스로의 실제 사례로서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의 협

력에 주목하였다.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 생성

된 대화방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부, 시

민, 민간기업 간의 다이나믹한 네트워크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적 마스크 앱 개발 사례는 ICT 기술과 공

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개발자, 시

민개발자 등이 네트워크화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 마스크 수급불균형이라는 공공문제를 해결한 대표

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수급 불

균형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과의 협력방식을 

채택한 이후, 관련된 필수 주체를 참여시키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등 유기적인 연결을 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시민개발자들이 요구하는 신뢰도 높은 품질 좋

은 공공테이터를 Open API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시

민개발자들은 앱 개발에 바로 적용하여 빠른 앱 개발로 

마스크 수급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었다.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의 협력과정에서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시민개

발자의 참여는 거버넌스 작동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였다. ‘마스크 대란’이라는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중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개발자들이 모였다. 그들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는 강력한 의지와 나의 이익보다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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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대화영향력을 가진 특정 참

여자가 명확한 목적과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지성의 매

개, 정서적으로 안정된 독려와 위로 활동 등을 통해 대

화방 내 참여자들의 동기와 사명감 등을 더욱 강화시

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향후 위기상황 해

결에서 시민개발자들의 참여와 동기부여, 공공영역에

서의 권한과 역할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사례와 근거가 

될 것이다.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의 민관협력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민관이 하나되어 성공적으로 공동의 문

제를 해결한 성공사례로 가치가 있다. 코로나 19로 가

속화된 디지털 뉴노멀시대 속에서 e-거버넌스는 열린

정부, 투명한 정부, 민주적 정부 구현을 통해 정부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증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통해 시민은 공공서비스의 소

비자에서 정부와 공동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주

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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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코로나 19 공익데이터 공동대응 대화방 주요 대화 내용

・ 국민안심병원 / 선별진료소 마커 매핑시키신분들은 주소기반으로 매핑시키신건가요?

・웹사이트가 블루 계열이라 그런지 공공데이터 포털느낌이 나네요 ㅎㅎ아름답습니당

・ 저는 아직 새로운걸 배우는 단계라 일부러 안써본것들 가져다가 써보는중입니다 ㅎㅎ

・ 사용자분들이 커스터마이징하기 쉽게 약간 수정중입니다. 작업 끝나면 올릴게요! 
https://devtalk.kakao.com/t/19-api/96272

・ 저는 원래 타 도메인으로 서비스하다가 마스크 서비스만 별도로 뽑아버렸습니다.ㅋㅋ

・ 시간 소요가 심해서 그런걸까요. 그렇다면 중복 구입을 막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 NIA측에서 개발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관계자분은 계신데 개발자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 EC2 프리티어였는데 100% 정적 데이터로 운영되어서 서버가 다운되진 않더라구요.ㅎㅎ

・ 신분증 인식하려고 휴대폰 꺼내고 그러면 너무 번거로운거 같네요.. 빛이나 각도에 따라 인식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니 ㅠ

・ 엇. 어디서 보신건가요? 저도 해당 기사 봤는데 앱 형태로 정부에서 개발하나봅니다.ㅎㅎ

・ 근데 금일 오후에 올라온 기사인데 1주일정도 소요된다고 나와있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것인지...

・ 문의해보니 실제 서비스 오픈 이후 쿼터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재신청달라고하더라구요.

・ 혹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권고사항이 다수개라 정보를 계속 찾아보는 입장에서도 혼선이 오네요..

・ 그렇군요. 이전에 개발한 서비스도 쿼터 할당량 80~90%를 유지하고있어서 신청해봤는데 대기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해당 개발자분이 페이스북 댓글에 링크를 올리셨었는데 그게 시발점되어 퍼진것 같아요. 
https://blog.naver.com/kfdazzang/221839489769

・ 오픈 시각을 맞추는 협의는 브리핑 이후에 하자고 말씀드리려 했더니 요청이 왔군요!

・ Remain stat 값은 숫자로 나오나요?

[부록 2] 공적 마스크 앱 개발대화방 질문-응답 대화 주요내용

・ 표에서 client IP가 Others 인 것들이 대부분 브라우저에서 호출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 API 호출수가 너무 많아지면 서비스 안정을 위해서 API 호출 수에 throttling을 걸게 됩니다.

・ 위에 프람텍 김인성팀장 팀장님 의견처럼 인증키는 AJAX로 노출되면 소용 없습니다.

・ 캐시 서버 증설 및 VM auto scaling 버전 API 구동되었습니다.

・ v1과 v2는 데이터는 동일합니다. API 서버 세트가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 네... 내부 구현 방식이 다르긴 한데 (serverless vs. auto-scaling)외부에서 보면 부하 분산입니다.

・ @프람텍 김인성팀장 파라미터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위에 주신 샘플 URL 형식으로 계속 가나요?

・ 지금 확인해보니..서비스가 몰려서인지 API Call 이 거의 안 넘어 오네요?

・ 일단 query parameter로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json body도 처리 가능하도록 작업하려고 합니다.

・ 계속 증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발자들에게 정책 변경을 공지하고 협력을 부탁 드려야 할까요?

・ 공공데이터포털에 제공중인 심평원 약국 정보와 현재 공적 마스크 API 사이 맵핑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하시네요

・ 심평원에서 샘플 데이터 왔고 3시간 이내 전처리 후 개발 서비스에 적용할수 있도록 샘플데이터 드리겠습니다

・ 위 API 서버 V1 과 V2 사용하는 어플명(기업명) 요기에 리플 좀 부탁 드립니다 V1  V2 표시해서요

・ 분리가 아니라 현재 어느 서버쪽에서 사용하는 지를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요...

・ 입고처리 안되있으니 마지막 상태로 보여요. 매진이면 매진. 재고 좀 있으면 그 상태.

・ 지금 정보가 갱신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시간이 25분 전입니다. 
기사를 확인했는데 공식적으로 7시에 공적 마스크 API 오픈 된다로 이해해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