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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key success factors for the intelligent IT service which is characterized by personalization and automation, 

is to obtain relevant data from either sensors or data storage for reasoning, analyzing and forecasting. The availability 

of the open data sources such as public portal sites remarkably increases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the intelligent 

IT service. However, with the condition that not all data in the existing public or private sites are opened or have 

various types of openness, it prohibits the value of utilization. For these reasons, it is highly required to evaluate 

the extent of openness of data storage.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which explor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degree of data openness with respect to intelligent IT services. Hence,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evaluation 

model including the indices to evaluate a process of opening data for the intelligent IT service from a viewpoint of 

data utilization process. The indices are applied to evaluate the actual multinational websites, which provide public 

data for verification. We also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 evalu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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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 으로 공공 기 이 보유한 데이터

의 개방과 정보공개 상기 의 범  확  등으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공공

데이터포털을 구축해 기상․교통․지리․특허․복

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개방하여 연구기 과 

기업, 개인 등이 활용하게 하고 이는 경제, 사회, 

학술 인 발 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보다 더 효

과 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

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개방성(Data Openness)이란 데이터가 

인터넷과 같은 공용 네트워크상에서 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근 가능하도록 게재하는 역량 는 상

태를 의미한다(Tammisto and Lindman, 2012). 

데이터 개방성을 보장하려면 비공식 인 정보의 공

유 활동보다는 데이터 공유에 한 철 한 원칙

을 세우고 그 로 실천하는 것이 더욱 효과 이다

(Parsons and Fox, 2103). 따라서 각 기 의 데이

터 개방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 기업 부분에서도 기업을 상으로 한 

개방형 데이터 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가 데이터의 품질평가나 성과측정에 머

물러 있거나, 데이터 개방성의 어느 일부 측면에만 

을 두고 있을 뿐(Bailey and Pearson, 1983; 

Kang and Gim, 2007; Park and Lee, 2009; O’Riain 

et al., 2012; Tammisto and Lindman, 2012; Martin 

et al., 2013; Belkindas and Swanson, 2014), 

반  차원의 데이터 개방성 평가모형이나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Zhang et al., 2015). 

특히 데이터를 통한 학습과 추론 그리고 측을 

하는 지능형 IT서비스 에서 보면 재의 데이

터 개방성에 한 평가는 더욱 고도화되어야 한다. 

각 지능형 IT서비스에는 각 활용하는 기계학습, 데

이터마이닝, 텍스트마이닝 알고리즘 차이가 있으

며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Alcalá-Fdez et al., 2009; Zhang et al., 2015). 

실제로 알고리즘 개발  용에 데이터 유형화 

작업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Romero et 

al., 2008), 온톨로지 분야 등에서 자료 유형에 

한 표 화 시도가 되어 왔다. 한 데이터 개방 사

이트에서 특정 지능형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데이

터가 어느 곳에 장되어 있으며 어떻게 추출해야 

하는지에 한 정보도 부분 제공하지 않아 막상 데

이터 수집은 수동 인 작업에 의존하여 서비스 개발

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해 SPARQL 

등을 이용하여 보완하는 연구 등이 있으나(Aldarra 

and Munoz, 2015), 근본 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

문에 결국 사이트의 개방성을 개선하는 것이 요

하다. 그러나 지능형 IT서비스를 지원하기 해 

데이터를 장하고 있는 사이트가 어느 정도 수

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 은 임의의 웹사이트가 데

이터를 어느 정도 개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모형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활용 로세스 으로 평

가하는 지표를 개발하 다. 기존 개방성 평가는 사

이트 근성으로 범 를 제한하는 데 비해(Welch 

and Wong, 2001; Wirtz and Piehler, 2016), 본 

연구에서는 제공기 의 인식, 이해, 근, 활용, 고

도화까지 범 를 확 하 다. 인식 단계는 활용하

려는 데이터를 어떤 주체가 제공하는지를 그 주체

가 잘 알리고 있는가에 한 정도를 평가한다. 탐

색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가 무엇인

지를 신속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메타정보를 잘 제

공하는지 등을 평가한다. 한 근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치에까지 얼마나 잘 

근하게 하는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활용  고

도화 단계는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의 형태, 다운

로드 방식 등으로 제공하는지를 평가한다. 한 

데이터 개방성 웹사이트의 상  요도를 밝

내어 신뢰성을 확보하고, 웹사이트 구축  운 , 

리 시 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기존 연구들의 분석과 웹사이트

로부터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계층분석기법(An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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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 Hierarchy Process : AHP)을 이용하여 평가

항목 간의 상  요도를 도출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데이터 개방성 평가모형에 한 선행연구를 기술

하 다. 제 3장과 제 4장은 각각 연구모형을 제안

하고 그에 따르는 실증분석 평가와 결과를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제 5장은 연구의 시사   추

후 연구 방향을 기술하 다.

2. 문헌연구 : 데이터 개방성과 
개방성 평가모형

기존 웹 개방성의 요건은 ‘웹에 공개된 정보는 

제한 없이 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유

로운 정보 공유를 통해 정보의 사용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데이터 개방

성에서 요한 것은 개방 데이터(Open Data)를 

보유하고 제공할 수 있는 역량  그 실천이다. 여

기서 개방이란 비 리단체인 열린지식재단(Open 

Knowledge Foundation : OKF)에서는 구든지 

어떤 목 을 해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하고 공

유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즉, 데이터 개

방성에서 개방(Open)이란 “데이터가 편리하고 변

경 가능한 형태로 언제든 근을 허용할 비가 

되어 있고, 자유로이 사용  재사용되고 재배포되

며 모든 이에게 어떤 목 으로든(상용이든 아니든) 

쓰일 수 있게 된 데이터(Belkindas and Swanson, 

2014)”이다. 는 어떤 데이터가 인터넷과 같은 공

용 네트워크상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근 가능하

도록 게재되어 있을 때 그 데이터가 개방되었다고 

할 수 있다(Tammisto and Lindman, 2012). 한편 

데이터가 자유로이 근 가능하고 그 자료를 획득

함에 있어 별도의 지식(  : 데이터 제공하는 시스

템의 내부 로토콜 등)이 필요 없을 때 데이터가 

개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Edwards et al., 2010). 

사실 데이터를 보유한 기 에서 데이터를 개방한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 들이 단순히 “선

의(good will)”에 의해 정보를 개방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근  사용 권한에 

한 다양한 이해 계자도 존재할 수 있다. 즉, 이러

한 이해 계를 모두 충족하는 형태의 데이터 개방 

방법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Belkindas and 

Swanson, 2014).

재까지 개방성에 을 두어 진행된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나 비슷한 맥락으로 정부나 기  등

이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측면에서 성과를 측

정하는 평가모형이 있다.  내용들을 정리한 것

이 <Table 1>이다. 

첫째, 열린지식재단의 로벌 ODI(Global Open 

Data Index)는 공공데이터의 이용가능성과 개방성

에 을 둔 각국 정부들의 공공데이터 공개 상황 

수 을 평가하기 해 데이터 무료 이용 여부, 기

계 독 여부, 이용 가능한 형태로 포맷 여부 등의 

지표로 구성된다. 라이선스는 가장 높은 가 치를 

부여한 지표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 재배포 되

는 등의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데이터 

개방  활용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요소로 단

하고 있다. 

둘째, 2013년에 발표된 월드와이드웹 재단(World 

Wide Web Foundation), ODI(Open Data Initia-

tive), Open Data Research Network가 공동으

로 수행하는 ODB(Open Data Barometer) 지수는 

약 90개 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황을 분석하기 

해 개발되었다. 오 데이터 지표는 오 데이터의 

비도(Readiness), 실행력(Implementation), 향

력(Impacts)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

부, 경제, 기업  사회 등의 폭넓은 범 와 오

데이터가 책임, 신, 사회에 미치는 향력 분석

에만 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

는 웹사이트의 데이터 개방성을 측정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셋째, 한편 링크드 오 데이터(Linked Open Data : 

LOD) 품질평가에는 가용성, 라이센싱, 연결성, 보

안  성능 등 다섯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일부를 획득하기 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Zaveri et al., 2015). 공공데이터는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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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Models Estimation Item Feature Limitation

Global Open Data 
Index
(GODI)

Legal and Technical 
openness

Estimation is being made by 
concerned professionals The 
importance of a license-related
item is high

Confined to only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Open Data Barometer
(ODB)

Readiness, 
Implementation, 

Impacts

Reliability and awareness are 
highest among open data reports 
An estimation system is comprised 
of members, such as the Government, 
enterprises, and citizens

There is an estimation index that 
covers a wider range than data 
openness but serves as a reference 
in terms of an implementation 
element

Linked Open Data
(LOD)

Availability, licensing, 
connectivity, security, 

performance

Comprised of items for acquiring 
a part of data

Instead of estimation items, 
guidelines for the open government 
are provided by classifying the 
openness of public data

<Table 1> Data Openness Evaluation Models

근성, 다양성, 재사용성, 완 성, 즉시성, 사후

리성 등의 원칙에 의해 제공된다(Lee and Kwak, 

2011). 데이터 투명성 증가, 개방 참여 증가, 개방 

력 강화, 유비쿼터스 계 실  등 네 가지 단계

별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분류하여 열린 정부가 수

행해야 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동안의 데이

터 평가는 공공데이터를 심으로 개방 황 상태

를 분석하거나 개방된 정보의 품질을 측정하는 목

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데이터 특성에만 일

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빅데이터 정

보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개방성 정도를 분석

하기 어렵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웹사이트에 

속하기  단계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단계를 고

려함으로써 개방성에 향을 미치는 항목을 추출

하고 모든 단계마다 데이터 개방성이 어느 정도인

지를 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로세스 심의 데이터 개방성 
평가모형

3.1 기존 포털 데이터 개방성 특징

개방성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해 먼  기존 사

이트들의 개방성 에서의 특징들을 분석했다. 

이 부터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한 오 데이

터 정책이  세계 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국의 정

부와 공공기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

이 활성화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데이터를 검색하

여 제공받고 활용하기 한 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

발이 시작 다. 특히 미국을 시작으로 국, 호주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포털을 통해 공공부문의 데

이터 공유와 활용을 한 원스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은 데이터의 정보, 

치 등을 제공해주는 포털 서비스가 아니라 데이

터를 발행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기반한 

포털 서비스로 표 인 포털에는 미국(data.gov), 

국(data.gov.uk), EU(open-data.europa.eu), 

랑스(data.gouv.fr) 등 국가별로 다양한 데이터 포

털이 운  이다. 국내에는 공공데이터포털(data.

go.kr), 공공DB피디아(lod.data.go.kr), 국가통계포

털(kosis.kr), 정보공개포털(open.go.kr)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data.gov, 국의 data.gov.

uk,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포털, 서울 열린 데이터 

장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  미국 정부의 ‘열린 정부 구상’을 실 하기 

한 일환으로 구축된 data.gov는 공공데이터 개

방을 해 범정부 기 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

한다. 데이터의 실효  재생산을 해 data.gov는 

정부 데이터의 활용성  근용이성 향상과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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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실효성 있는 민간 활용, 데이터 련에 한 

산낭비 방지 등의 목 으로 도입 다. 이를 통해 

농업, 기후, 생태계, 에 지, 지방 정부 등 14개 주제

로 분류하여 19만여 개의 데이터셋을 HTML, XML, 

PDF, CSV 등의 오  포맷의 데이터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Data.gov 사이트에서는 기에 연

방정부와 각 부처  산하기 의 데이터만을 제공

했으나, 최근에는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발티모어, 

시카고 뉴욕 등을 포함해 미국의 39개 주연방, 46

개 주요도시국, 208개 국제 나라  지역이 보유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국은 지난 2010년 1월 미국의 data.

gov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포털인 ‘data.gov.uk’를 

구축하여 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공개 

 이용을 진하고 있다. data.gov.uk는  세계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 소스 기반의 

데이터 랫폼 CKAN(Comprehensive Knowledge 

Archive Network)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재

까지 포털에 2만 6천여 개의 데이터 셋을 라이선스, 

주제, 제공형태, 제공기 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2016년 1월 기 ). 제공되는 정보는 환경, 지

도, 정부지출, 사회, 건강, 교육 등 10개 주제별 자

료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377개의 애 리 이션 

정보를 제공하며 CSV, HTML, XLS, WMS 등의 

오  포맷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다. Data.gov.uk의 

가장 큰 특징은 링크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 정

부가 공개한 데이터 셋을 모든 국민이 어디서든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다. 표 인 응용 서비스로는 주택 가격 동향을 지

역별, 연 별로 시각화한 ‘UK House Prices’, 가까운 

개인병원 치를 검색해 주는 ‘Find GPs’ 등이다.

세 번째,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은 공공기

이 생성 는 취득하여 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를 국민에 개방하여 제공하는 범정부 공공정부 창

구로, 2013년 1월부터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pisc.

or.kr), 국가지식포털(knowledge.go.rk)과 통합되어 

운 되고 있다. 국민에 한 서비스와 련 산업 육

성이라는 두 가지 목 을 기반으로 정부가 보유하

고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데

이터, Open API, 데이터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약 2만여 건의 데이터를 공

개하고 있다. 특히 Open API는 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로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부분

의 데이터가 XML, JSON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 공개되는 데이터는 정부 산하기 이 수집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공하는 정

보도 포함돼 있고, 국민생활과 한 지식콘텐츠

들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개방되어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2012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서울 열

린 데이터 장(data.seoul.go.kr)은 공공정보를 민

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업무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  참여로 새로운 서

비스와 공공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공공데이터 개

방 랫폼이다. 서울시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는 시

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원천데이터(Raw 

Data) 형태로 개방하고 있으며, Sheet, Open API, 

Chart, MAP 등 형태의 데이터 유형으로 공개하고 

있다. 재까지 일반 행정, 문화 , 환경 등 10개 

분야와 4,000여 종의 데이터 셋을 약 8,000여 종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한 실생활과 한 자

치구별 공공데이터를 2015년 1월부터 서울 열린 데

이터 장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 공

공데이터에 한 다양한 토론 기능을 제공하여 시

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고, SNS 연

계를 통해 공공데이터에 한 다양한 채  공유가 

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표 인 국내외 공공데이터포털들

에 한 비교를 요약한 것이 <Table 2>이다.

앞에서 살펴 본 사이트들의 공통 은 모두 데이

터를 개방하여 리 활용할 목 으로 개발된 것이

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자

동화 서비스나 콘텐츠 사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창

출에 역 을 두고 있으며, 이를 해 공공데이터

의 근성, 편의성 향상을 통한 활용 확산이 필수

이다. 특히 데이터 포털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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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Data.gov Data.gov.uk Public Data Portal Seoul Open ata Plaza

Nationality United States England Korea Korea

Developed 2009 2010 2011 2012

Number of
Topics

14(Agriculture, Business, 
Science etc.)

10(Ecology, Education, 
Geography etc.)

16(Education, Public 
Policy, Social Welfare etc.)

10(Administration, 
Culture & Tourism etc.)

Number of
Data Sets
(Jan. 2016) 

191,668 26,132 20,022 7,983

Data Format
49(CSV, JSON, HTML, 
XML, API, RDF, XLS, 

WMS, ZIP, GML, KML etc.)

10(HTML, XML, CSV, 
WMS, XLS, PDF, RDF, 
KML, Zip, ODS etc.)

10(XLS, CSV, HWP, 
XML, XLSX, JSON, RDF, 
TXT, HTML, JPG etc.)

6(Sheet, Chart, Map, File, 
Link, Open API)

<Table 2> National & International Public Data Portal Characteristics

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 개방하여 이를 편

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목 으로 

가지고 있다. 미국 공공데이터포털은 2009년 정식 

오 하여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국은 

2010년 개설하여 원천데이터를 심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이 특징이다. 특히 국은 데이터

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 랫폼까지 오

소스로 개방해, 이를 활용한 다른 랫폼과 데

이터를 더욱 자유롭고 긴 히 연동할 수 있게 지

원하고 있다. 미국과 국의 공공정보 웹사이트는 

별도의 로그인 차 없이 공공정보에 근해 데이

터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 열린 데이터 

장은 로그인 없이 약  동의만 해도 데이터를 

내려 받을 수 있지만, 데이터를 내려 받을 때마다 

매번 약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가

지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데이터에의 근성, 활

용의 편의성 등이 데이터 개방성에 있어 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3.2 제안 평가모형

지 까지 데이터 개방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데이터의 상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고 공 자 

심 으로 데이터를 배치, 표 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수요자 에서 데이터 개방성을 평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집 하는 지

능형 IT서비스를 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에서 볼 때 평가모형을 개발하 다. 지능형 IT서

비스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데이터 원천을 가 제

공하는지를 악한 후에 그 제공자가 허용한 사이

트를 방문하여 데이터의 치를 찾은 후 지능형 

IT서비스에 잘 맞게 데이터를 다운로드, 변환하고 

최종 으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

은지를 참조하며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 이것은 

데이터 활용에 한 로세스 을 의미한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데이터 활용 에서 개

방성 평가모형을 제안하 다. 

데이터 활용 로세스(Data Utilization Process)

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어느 곳에서 제

공하는지를 악하는 단계에서부터 데이터를 자신

의 환경으로 가져와 활용하게 되는 단계 등을 일컫

는 로세스를 의미하며 각 단계에서 데이터 개방성

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Figure 

1> 참조). 로세스 은 Ludvall and Johnson

(1994)의 지식 분류를 기반으로 경제 력개발기구

(OECD)의 ｢지식에 기 한 경제｣ 보고서(OECD, 

1996)와 피터드러커(Peter Drucker)의 ‘Post Capi-

talist Society’에서 제시한 지식 분류를 기반으로 

활용하 다. 먼  OECD는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

요소로 지식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형식화

된 지식 즉, 객  사실에 한 지식을 다시 사

실에 한 지식으로 Know-what, 원리나 법칙 등

에 한 과학  지식을 Know-why, 암묵  지식

을 다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술  능력 등

을 Know-why로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어디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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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보가 있는지를 아는 지식의 원천을 Know-

who로 구분하 다. 한 피터드러커는 지식을 ‘끊

임없이 개선, 개발, 신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실질 인 에서 Know 

how, Know why, Know where, Know what으

로 분류하고 있다(Drucker, 2014).

앞서 설명한 지식분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는 데이터 활용 로세스를 Know-who(자료공

자인식), Know-what(자료이해), Know-where(자

료 근), Know-how(자료 활용), Know-why(자

료고도화)라는 다섯 가지 으로 살펴보았다. 자

료공 자인식 단계는 활용하려는 데이터를 어떤 

주체가 제공하는지를 그 주체가 잘 알리고 있는가

에 한 정도를 평가한다. 자료이해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신속 정확

하게 인식하도록 메타정보를 잘 제공하는지 등을 

평가한다. 자료 근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치에까지 얼마나 잘 근하게 하는지를 평

가한다. 자료 활용 단계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 

다운로드 방식 등으로 제공하는지를 평가한다. 마

지막으로 자료고도화 단계는 사용자가 자신이 의

도하는 내용과 양식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추후 어

떻게 정보나 지식으로 고도화하여 그 가치를 제고

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지를 평가하 다. 

<Figure 1> Evaluation Model

3.3 평가항목 선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 웹사이트 평가 문헌연구

(Bailey and Pearson, 1983; Park and Lee, 2009; 

O’Riain et al., 2012; Tammisto and Lindman, 

2012; Martin et al., 2013; Belkindas and Swanson, 

2014 등)에 기 하여 <Table 3>과 같이 로세

스 에 따라 단계를 5개로 구분하고 평가지표

를 19개로 선정하 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한

국어 외에도 어 버 의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

으며, 7만여 건 다국어 정보를 제공하는 ‘한

국 공사 TourAP 3.0I’ 웹사이트의 경우 국문

뿐만 아니라, 문, 일문, 문간체, 문번체 등 

다국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화를 지원

한다. 기존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사용자가 찾고

자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인페이지

에서 통합검색창을 제공하고 있고 원천 데이터를 

다양한 포맷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에는 메타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데이터의 특징을 알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Tillman, 1996). 

다음으로 미국과 국 등의 공공정보 웹사이트

에서는 로그인 없이도 공공정보에 근하여 데이

터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지만 국내의 경우 인증

키 등의 인증 차를 걸쳐야 Open API 등의 자료

를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개방성 에서는 회

원가입이나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사용자가 원하

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이 데이터

에서 각 다양한 포맷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내려 받을 수 있는 벌크(Bulk)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데이터 개방성 요인에 

해당된다.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기  에 하나

로 범 의 폭과 깊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데이터 

개방성에서는 사용자가 찾는 데이터까지의 근 

단계는 낮을수록 개방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Smith, 1994; McKinney et al., 2002). 의 평

가 모형  기존 사이트들의 데이터 개방성 특징

을 고려한 평가지표는 <Table 3>과 같다.



Step Evaluation Index Explanation Source

Recognition of 
data provider
(Know-wfho)

Site popularity
Indicating whether a data-providing site is a 
generally well-known site

Lin and Lu, 2000; Park and Lee, 2009; 
Lin and Yang, 2014

Reliability/safety
Indicating whether a data-providing site is a 
reliable site

Eschenfelder et al., 1997; 
Pang and Suh, 2008

Searchability
Indicating whether a data-providing site is 
searchable in main portal and search sites

Eschenfelder et al., 1997; 
O’Riain et al., 2012

Multilingual 
recognition

Providing information of a data-providing site 
when searched for in many languages in main 
portal and search sites

Martin et al., 2013; 
O’Riain et al., 2012

Understanding
of data

(Know-what)

Provision of
search function

Providing an in-site search function
Bailey and Pearson, 1983; 
Smith, 1994; Edwards, 1998; 
Buenadicha Mateos et al., 2001

Provision of 
meta information

Providing meta information helpful to the 
understanding of data

Tillman, 1996; Martin et al., 2013; 
Borglund and Engvall, 2014

Multilingual 
provision

Providing information for explaining data and a 
data set in various languages

Lin and Yang, 2014

Access to data
(Know-where)

Access
promptness

Guiding a user to an access path to data desired 
by the user and steps of the access path

Smith, 1994; 
McKinney et al., 2002

Access
blockability

Indicating whether it is possible to access a data 
position without an additional installation 
program(e.g., ActiveX or an executable file .exe)

Wang and Strong, 1996; 
Lin and Yang, 2014; 
Kim and Gim, 2015

Accessibility
Indicating whether it is possible to access data 
without additional joining or logging-in

Wang and Strong, 1996; 
Davies, 2013; Veljkovi  et al., 2014

Information
costs

Indicating whether it is possible to use data for 
free

Smith, 1994; Eschenfelder et al., 1997; 
Davies, 2013; Veljkovi  et al., 2014

Availability
of data

(Know-how)

Provision of 
summary 
information

Providing summary information(e.g., important 
contents, views, and charts) that is helpful to the 
availability of data

Smith, 1994; 
Belkindas and Swanson, 2014

Extension
openness

Providing an extension capable of using a 
dataset

Edwards et al., 2010; 
Tammisto and Lindman, 2012; 
Belkindas and Swanson, 2014; 
Veljkovi  et al., 2014

Modifiability
Indicating whether it is possible to modify an 
extension of a dataset into an extension desired 
by a user

Ghosheh et al., 2008; 
Elliot et al., 2010;
Lin and Yang, 2014

Reuse/
redistribution

Indicating whether it is possible for a user to 
reuse or redistribute data

Martin et al., 2013; 
Belkindas and Swanson, 2014

Downloading 
convenience

Indicating whether it is possible to download a 
meta data source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download all individual data at once

Bauer and Scharl, 2000; 
Davies, 2013; Lin and Yang, 2014

Advancement
of data

(Know-why)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Opinions and feedbacks of people associated 
with data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people

Internal Development

Provision of
use subjects

Providing information of subjects(e.g., 
organizations, individuals, and other institutes) 
that used provided data

Internal Development

Provision of
used data

Providing similar cases or reports that used a 
dataset

Internal Development

<Table 3> Evaluation Items of Data Ope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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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Gender Education Specialty
Career
(year)

1 Male Ph.D.
Management 
information

2

2 Male Master
S/W international 

cooperation
12

3 Male Bachel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27

4 Male Ph.D.
Management 
information

9

5 Female Ph.D. e-government 9

6 Male Master Big data 12

7 Male Ph.D.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7

8 Male Ph.D. GIS 20

9 Fem Master
Policy

development
12

10 Male Ph.D. Big data 20

11 Male Ph.D.
Management 

science
13

12 Male Ph.D.
Knowledge 
management

22

<Table 4> Respondents Information

3.4 평가모형

앞에서 도출한 평가항목들이 상 으로 어떠한 

비 을 가지고 있는지를 악하기 해 계층  분

석기법 AHP를 활용하 다. AHP를 사용한 이유는 

개방성과 련된 평가항목들의 상  비 은 일

반인들이 단하기는 어려우며 데이터 개방성 분야

의 문가들이 정성 인 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Saaty에 의해 개발된 AHP는 다차원의사결정방법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 MCDA)  

하나로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간의 비교(Pairwise Comparison)에 의한 

단을 통하여 비교 상 간의 가 치를 도출하는데 

유용하다. 한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각 요인

들에 한 비교를 통해 가 치를 도출한 후, 산

정된 가 치의 일 성을 검증하여 주  단을 

합리 으로 표 하거나 계량화하여 용할 수 있다

는 표 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  평가항목들의 가 치를 분석하기 해 

업에 종사하는 문가 12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

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1차 으로 작성된 설문

지를 통해 5개 평가항목에 한 평가지표 용어  

설명이 어렵다는 지 이 나와 제 3자도 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시를 사용하여 평가지표

를 수정하 다. 그 결과, 자료 근에서 근신속성

은 근다양성, 근차단성이 근허용으로 변경

되었다. 한 자료 활용에서는 요약정보제공성, 수

정가능성 지표가 제거되어 데이터 개방성 평가지

표는 총 17개로 확정되었다.

수정된 평가지표로부터 조사의 문성과 공정성

을 확보하기 해 동일한 문가를 상으로 2015

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설문지를 메일로 보

내어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의 내

용은 선정된 평가항목  지표들의 상  요도

를 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 

간의 비교를 묻는 형식이다(Jang and Ahn, 

2006). 설문분석은 Microsoft Excel 2010과 Expert 

Choice 2000을 사용하여 각 평가항목 간의 상  

분석도, 일 성지수(Consistency Ratio : CI), 일

성비율(Consistency Ratio : CR)을 분석하 다. 

공공․오 데이터 등을 연구한 문가 9명과 지

능형 서비스 문가 3명 총 12명으로 구성된 문가 

응답자의 일반  사항은 다음 <Table 4>와 같다. 

먼  설문응답자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응답자  남성이 10명(83.3%), 여성이 2명

(16.7%)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수 을 분석

한 결과에 따르면, 졸 1명(8.3%), 석사 3명(25%), 

박사이상 8명(66.7%)으로 나타나 응답자 가운데 

박사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문분야에는 SW 국제 력, 정보통신, 자정부, 자

치법규, GIS, 정책개발, 경 과학, 지식경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  경 정보와 빅데

이터가 각각 2명(1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문가의 경력을 살펴보면, 2년부터 27년까

지 분포하고 있으며 20년 이하가 6명(50%)으로 가

장 많았고 10년 이하 4명(33.3%), 22년 이상이 2명

(16.7%)으로 가장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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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Weight(Rank) Evaluation Index Weight Scaled Score(Rank)

Recognition of
data provider
(Know-who)

0.064(5)

Site popularity 0.161 1.030(16)

Reliability/safety 0.417 2.670(13)

Searchability 0.296 1.894(15)

Multilingual recognition 0.126 0.806(17)

Understanding of data
(Know-what)

0.174(3)

Provision of search function 0.434 7.552(7)

Provision of meta information 0.389 6.768(9)

Multilingual provision 0.177 3.080(11)

Access to data
(Know-where)

0.312(2)

Access diversity 0.245 7.644(6)

Acceptability 0.264 8.237(5)

Accessibility 0.305 9.516(3)

Information costs 0.186 5.803(10)

Availability of data
(Know-how)

0.320(1)

Extension openness 0.279 8.928(4)

Reuse/redistribution 0.317 10.144(2)

Downloading convenience 0.404 12.928(1)

Advancement of data
(Know-why)

0.130(4)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0.200 2.600(14)

Provision of use subjects 0.231 3.003(12)

Provision of used data 0.569 7.397(8)

<Table 5> Weight of Data Openness Items

그 결과, 총 12부의 응답지 에서 결손치가 있는 

설문지와 AHP 일 성 비율이 0.2 이상인 응답지 3

부를 제외하고 총 9부의 데이터를 분석하 다. AHP

에서는 일 성 비율이 0.1 이하인 응답지를 제거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연구가 실험 인 성격의 

AHP 분석이라는 을 고려할 때 일 성 비율을 0.2

까지 허용할 수 있다(Saaty, 1990). 따라서 평가 

항목의 상  가 치에 한 신뢰성을 확보하

다. 지 까지 AHP 기법을 통하여 데이터 개방성 

웹사이트를 평가하기 한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각 

항목들의 상  요성을 측정하 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의하면 데이터 

개방성을 평가할 때 가 치가 높은 상  평가요인

은 자료 활용 항목이 0.320으로 나타났고 자료 근, 

자료이해, 자료고도화, 자료공 자인식의 순으로 가

치가 산정 다. 자료공 자인식은 신뢰안 성, 자

료이해 검색기능제공성, 자료 근 근가능성, 자료 

활용 다운로드편의성, 자료고도화 활용자료제공성

이 각 평가항목의 지표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

로 가 치를 고려한 데이터 개방성 평가항목에 

한 지표개발을 해 평가항목 간 수를 100 으로 

기 으로 도출하여 변환 수를 산출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데이터 개방성 웹사이트의 평

가에 한 몇 가지 요한 시사 을 보이고 있다. 첫

째, 상  평가요인에서 자료 활용의 경우 데이터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  제고 측면에서 

사용자가 제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웹사이트의 데이

터 개방성을 극 화하기 해서는 이용자가 데이터

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개방성을 높이기 

해서는 자료를 활용하기 이 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재사용이 가능

하도록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두 번째로 가 치를 높게 얻은 자료 근

의 경우에는 세부지표에서 근가능성과 근허용

성의 가 치가 높게 나타났다. 웹사이트에서 제공

하는 데이터의 품질 인 측면에서도 요성이 높

지만 사용자가 데이터에 언제든지 바로 근할 수 

있어야 하는 근가능성과 데이터까지의 도달이 

빠를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신속성을 높

이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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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Estimation Item Criteria

Recognition of
data provider
(Know-who)

Site popularity 1. Are possible for searching in Google or Naver? Quantitative

Reliability/safety 2. Site score for assessing the stability of site Quantitative

Searchability 3. Is a data-providing site searchable in portal and search sites? Quantitative

Multilingual recognition 4. Is a data-providing site searchable in various languages? Quantitative

Understanding 
of data

(Know-what)

Provision of
search function

5. Is an integrated search site for the entire site provided? Quantitative

Provision of meta 
information

6. Is meta information(explanations, sources, attribute 
information, sizes, and types) that is helpful to the 
understanding of materials provided?

Quantitative

Multilingual provision 7. The number of language to describe data(set) Quantitative

Access to data
(Know-where)

Access diversity

8-1. How many steps are there on an access path to data
(or a dataset)?

Quantitative

8-2. How many clues for promptly accessing data(or a dataset) 
desired by a user are provided?

Quantitative

Acceptability
9. How many installation programs(e.g., ActiveX and .exe) 

are required to access data?
Quantitative

Accessibility
10. Is it possible to access a dataset without logging-in(or 

joining)? (Yes/No)
Quantitative

Information costs 11. Is a dataset available for free? Quantitative

Availability
of
data

(Know-how)

Extension openness
12. How diversely is an extension capable of using a dataset 

provided?
Quantitative

Reuse/redistribution 13. Is it possible for a user to reuse or redistribute data? Quantitative

Downloading 
convenience

14-1. The number of functions that the user can freely select 
the download data individually

Quantitative

14-2. Is it possible to download a file of metadata
(e.g., a document of data and explanation of data attributes)?

Quantitative

Advancement
of data

(Know-why)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15. Indicating whether it is possible to write opinions and 
feedbacks associated with data

Quantitative

Provision of use subjects
16. Indicating whether it is possible to provide information

(e.g., names, affiliations, and contacts) of subjects that 
previously used data

Quantitative

Provision of used data 17. Papers or reports that used the same dataset Quantitative

<Table 6> Evaluation Indicator Criteria of Data Openness

셋째, 다음으로 가 치가 높은 평가요인은 자료

이해 항목으로 세부 평가지표에는 검색기능제공성

이 높게 나타났다.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기 해서는 검색기능 사항을 기본

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료를 이해할 수 있

는 수단으로 다양한 선택사항을 제공하라는 의미

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데이터의 정보를 사용자

가 알 수 있도록 메타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모국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를 제공함으로써 자료 

이해를 높이는데 도모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체 항목  수를 두 번째로 낮게 받은 

자료고도화에서는 활용자료제공성이 높게 나타났

고 다음으로 사용주체제공성, 정보소통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데이터를 단순히 제공하

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활용된 데이터를 공

유하고 더 나아가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수단 범

를 확 하고 다양하게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자료공 자인식이 제일 낮게 나타났는

데, 이는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측면의 신뢰안

성이나 검색가능성에서 데이터 개방성에 미치는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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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AHP 분석결과에 의해 도출된 가 치 

 평가항목을 토 로 데이터 개방성의 평가지표 

기 을 정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평가에 

있어 평가기 과 측정방법은 요한데, 어떠한 기

과 측정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는 평가항목의 요

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바로 데

이터를 수치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을 

모두 정량  기 으로 선정하 다. 따라서 데이터 

개방성 평가지표 기 은 평가의 객 성과 신뢰성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평  가

4.1 평가 상

본 연구에서 개발한 데이터 개방성 평가지표를 

실증 으로 분석하기 해 국내외 표 인 공공데

이터포털에 용해 보았다. 평가 상으로는 포털을 

운 하는 주요국가  한국, 미국, 국, 호주, 랑

스, 일본으로 선정하 다. 공공데이터포털의 경우 

미국을 시 로 국, 호주 등의 주요 나라에서 공통

인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개방성 

정도  평가 비교를 해 각 나라마다 어느 부분

을 으로 개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2 평가방법

주요국가 6개 공공데이터포털 웹사이트는 2015

년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데이터 활용 문가 5

명의 조를 받아 데이터 개방성 평가를 실시하

다. 평가자의 일반 사항은 다음 <Table 7>과 같

으며, 주로 빅데이터를 연구한 문가들이 평가자

들로 구성되었다. 평가자의 주 성이나 평가기

의 모호함을 최소화하기 해 동일 사이트를 3번 

이상 속하여 평가를 실시하 고, 데이터 개방성

의 평가지표를 체크리스트 형태의 질문으로 제시

하 다. 그에 한 응답은 각 항목 요소의 평가기

에 맞게끔 척도 혹은 주 식 형태로 작성하여 

수를 부여하 고 최종 으로 합산함으로써 총

을 산출하 다.

ID Gender Education Specialty
Career
(year)

1 Male Ph.D. Big data 20

2 Male Ph.D.
Management 
information

2

3 Male Master Big data 12

4 Male Bachelor Big data 3

5 Female Bachelor Big data 2

<Table 7> Examiners Information

4.3 평가결과

각국의 공공데이터포털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8>과 같다. 먼  6개 국가  미국이 

77.28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 

호주, 일본, 랑스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이 69.99

으로 조한 수를 받았다. 체 으로 모든 나

라의 데이터 개방성 결과값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

고 있고, 1 를 차지한 미국과 최하  수를 받은 

한국의 수 차이는 7.29 이다. 그러나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주된 목 인 공공데이터포털이라는 

을 고려해 볼 때 재 상태로는 여섯 개 국가 모

두 데이터 개방성 정도가 우수한 수 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체 평가

지표에서 골고루 수를 받지 못한 지표가 많이 

있는 편이나 다른 항목의 지표에서 속성을 다양하

게 제공하여 수를 높게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가장 낮은 수를 받은 한국은 자료고도화 

항목에서 활용자료 제공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과 

세부지표에서 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개방성에 요한 향을 미치는 자료 활용에서 

조한 수를 받았다. 특히 포맷 확장자( : txt, 

csv, xls 등)를 다양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식을 편 으

로만 제공하는 에서 미흡한 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개방성 측

면에서 우수하게 차별되는 항목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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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Evaluation Index Korea
United 
States

England Australia France Japan

Recognition of 
data provider
(Know-who)

Site popularity(1.030) 0.773 0.773 0.773 0.773 0.773 0.773 

Reliability/safety(2.670) 2.669 2.669 2.669 2.669 2.669 2.669

Searchability(1.894) 1.894 1.894 1.894 1.894 1.894 1.894

Multilingual recognition(0.806) 0.806 0.403 0.403 0.403 0.806 0.806

Subtotal 6.142 5.739 5.739 5.739 6.142 6.142 

Understanding of 
data

(Know-what)

Provision of search function(7.552) 7.552 7.552 7.552 7.552 7.552 7.552

Provision of meta information(6.768) 4.608 5.414 4.608 5.414 4.061 2.707 

Multilingual provision(3.080) 1.54 0 0 0 3.08 1.54

Subtotal 13.700 12.966 12.160 12.966 14.693 11.799 

Access to data
(Know-where)

Access diversity(7.644) 6.880 6.880 7.644 5.351 6.115 4.586 

Acceptability(8.237) 8.237 8.237 8.237 8.237 8.237 8.237

Accessibility(9.516) 9.516 9.516 9.516 9.516 9.516 9.516

Information costs(5.803) 5.803 5.803 5.803 5.803 5.803 5.803

Subtotal 30.436 30.436 31.200 28.907 29.671 28.142 

Availability of 
data

(Know-how)

Extension openness(8.928) 2.232 8.928 2.232 8.928 4.464 6.696

Reuse/redistribution(10.144) 10.144 10.144 10.144 10.144 10.144 10.144

Downloading convenience(12.928) 3.232 6.464 3.232 3.232 3.232 9.696

Subtotal 15.608 25.536 15.608 22.304 17.84 26.536

Advancement of 
data

(Know-why)

Communication of information(2.600) 2.6 2.6 2.6 2.6 2.6 1.3

Provision of use subjects(3.003) 1.502 0 0 1.502 0 0

Provision of used data(7.397) 0 0 7.397 0 0 0

Subtotal 4.102 2.6 9.997 4.102 2.6 1.3

Total 69.99 77.28 74.70 74.02 70.95 73.92 

<Table 8> Result of the Public Data Portal

5. 토의  결론

본 연구에서 도출한 평가모형을 기반으로 평가

한 공공데이터포털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 을 가진다. 첫 번째 자료공 자인식 항

목에서 각 나라별 수를 비교하면 부분 같은 

수 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

국어인식성을 제외한 사이트 성과 신뢰안 성, 

가능성 지표에서 모두 만 을 받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각 국가별을 표하는 데이터포털로 이미 높

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 반 하여 성, 

안 성 등의 측면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자료이해 항목에서는 공통 으로 모든 

사이트가 검색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다국어제공성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은 타국어인 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랑스는 

어, 스페인어를 제공하는 이 특징이다. 하지만, 

부분의 웹사이트에서는 모국어만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어를 제공하더라도 모국어

와 같이 동등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사이트 활용측면에 있어서 언어의 차

이는 수요자들로 하여  사이트의 개방성이 떨어지

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Lašek and Vojtáš, 2013).

평가항목  두 번째로 우선순 가 높은 자료

근의 경우 근다양성을 제외한 근허용성, 근

가능성, 데이터(셋)에 근 시 로그인을 요구하지 

않는 정보비용성에서 모두 만 을 받았다. 한 나

라별로 볼 때 국은 해당 지표에 속성을 모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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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기 때문에 만 을 받아 1 를 차지하 다. 

반 으로 데이터 개방성을 추구한다면 사용자의 

로그인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데이터 제공 사이트들은 보안

이나 통계처리 는 추후 서비스 개선을 한 자료 

수집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등록  로그인을 요구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평가항목  요도가 가장 높은 자료 

활용 항목의 경우 체 으로 수가 낮게 나타나 

개방성 정도에 부정 인 향을 주고 있다. 한 

다른 항목에 비해 각 사이트들 평가 결과의 편차

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를 들어 다운로드

편의성 지표에서는 높은 수를 받은 일본과 최하

 수는 약 6.4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것은 자료 

활용 항목이 데이터 개방성 정도를 개선하는데 

이거나 상 으로 요한 부분임을 의미한다.

데이터 개방성 지표  가장 조한 결과가 나

온 자료고도화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분의 사이

트들은 아직 데이터를 개방하는 수동  역할에만 

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사이트

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등과 련한 정보

에 한 피드백이나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

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 사이트의 경우 다른 나

라에 비해 실시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을 보이고 있다. 한 기존 데이터를 다시 사용

할 때 활용했던 주체의 이름, 소속, 연락처 등의 정

보를 UCI Machine Learning 벤치마킹 데이터 제

공 사이트와 같이 데이터셋을 활용했던 논문이나 보

고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자료고도화는 지능 

IT서비스의 에서 볼 때 해당 데이터를 통해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어떤 추론을 했다고 하는 기존 

노하우의 개방이 매우 도움이 된다. UCI Machine 

Learning 벤치마킹 데이터 사이트나 Kaggle 등 

기계학습 목 의 자료 요청자가 자주 방문하는 사

이트들은 자료고도화와 련한 비가 잘 되어 있

음을 볼 때, 기존의 수동 인 데이터 개방에 머물

러 있는 사이트들이 자료고도화에서 많은 개선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근성 범 에서만 

국한된 기존 연구와 달리 데이터 개방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 으며, 데이터 활용 로세

스라는 에 따라 데이터 개방성 평가 모형을 

제안하 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 개방성 웹

사이트의 요성을 인식하고 성공 인 웹사이트를 

구축, 운   리를 한 요인과 웹사이트에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료공 자인식, 자료이

해, 자료 근, 자료 활용, 자료고도화를 평가 역으

로 하는 데이터 개방성 평가모델을 설계하 다. 그

리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데이터포털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상으로 평가를 통해 개방성 정도  

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고려해야 할 요인의 요

도를 측정  제시하 다. 한 평가 기법을 용

한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를 실증 으로 검증

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실무  에서는 향후 

본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물을 통해 웹사이

트 리모델링이나 개방성 략을 수립하는 기  자

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평가한 결과를 통해 데이터 개방성 

수 을 강화시키기 해서는 평가항목  우선순

가 높게 나타난 자료 활용과 활용된 데이터를 

다른 부가가치로 환시킬 수 있는 자료고도화 항

목에 해당하는 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 국

의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데이터 개방성 략을 수립한다면 향후 목

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공공데이터, 빅데이

터 기반 웹사이트의 개방성을 측정하는 평가  

연구에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

은 한계 이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

기 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개방

성  웹사이트의 평가 역과 평가항목을 도출함

에 있어서 선행연구의 분류들을 악하 으나 포

으로 설정이 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방성 

유형이나 평가 목 에 따라 좀 더 세분화되고 정

한 모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의 상은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 5개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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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정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공공서비

스 웹사이트 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평가 상 범  확 가 필

요하며 공공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개방성 평가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평가지표 

개발 시 국내 문가들에게만 설문조사를 수행하

기에 여러 나라의 특징을 포 할 수 없다는 

이 한계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는 국내

에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으로 공통된 

특징을 포 하지 못하여 객 성과 정확성이 부족

한 평가가 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검증과 보완을 거쳐 완성

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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