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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오  데이터는 세계 으로 많은 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데이터 개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그러나, 공공 데이터의 양  증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한 부족함이 여 히 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공공 데이터를 의미 으로 연결해 데이터 공유  활용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첫

째, 한민국 행정구역의 정의와 행정구역 사이의 계를 의미 으로 표 하기 한 지식 모델을 제안한다. 

행정구역은 국가의 역을 국가 행정상의 목 에 따라 구분한 단 이다. 행정구역 지식모델은 지방자치법

을 기 으로 행정구역체계의 구조, 행정단 별 계를 정의한다. 둘째, 한민국 행정구역 데이터에 한 

지식그래 를 소개한다. 공공 데이터를 의미  수 에서 연결시키는 기 정보로써 행정구역 지식그래 의 

특징과 이기종 공공데이터 연계  데이터 품질 개선을 한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기  데이터

의 연계 결과를 통해 행정구역 지식그래 의 응용 방법을 살펴본다. 행정기  명칭은 기 별로 상이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그래 를 통한 데이터 식별  정제와 더불어 데이터 품질 개선에 효과 인 

근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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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en data 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from around the world.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making efforts to open government data. However, despite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public 
data, the lack of data is still pointed ou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improve data sharing 
and utilization by semantically linking public data. First, we propose a knowledge model for 
expressing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their semantic relationships in Korea. An administrative 
district is an administrative unit that divides the territory of a nation, which is a unit of politic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ate administration. The knowledge model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defines the structure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syste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units based on the Local Autonomy Act. Second, a knowledge graph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is introduced. As a reference information to link public open data at a 
semantic level, some characteristics of a knowledge graph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methods 
for linking heterogeneous public open data and improving data quality are addressed. Finally, 
some use cases are addressed for interlinking between the knowledge graph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public open data. In particular, national administrative organisations are interlinked 
with the knowledge graph, and it demonstrates how the knowledge graph can be utilised for 
improving data identification and data quality.

■ keyword :∣Administrative District∣Knowledge Graph∣Ontology∣Open Data∣
 

* 본 연구는 (2017년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주요사업 과제로 수행한 것입니다. 

수일자 : 2017년 08월 10일 

수정일자 : 2017년 10월 12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0월 30일

교신 자 : 김학래, e-mail : haklaekim@gmail.com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122

I. 서 론 

미국 백악 이 발행한 ‘인공지능의 미래를 한 비’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인류 사회와 공공 정책

의 미래 변화에 해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

고 있다[1]. 흥미로운 은 인공 지능과 련된 기술뿐

만 아니라 데이터의 요성을 강조한 이다. 이 보고

서는 23개의 권고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두 번째 권고

안은 다음과 같다. 

권고안 2: 연방 기 은 인공지능을 한 공개 훈련 데

이터 (open training data)와 공개 데이터 표 화 (open 

data standards)에 우선순 를 두어야 한다.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는 학습 (learning)을 진하기 

한 필수 요소이지만,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세계 인 흐름과 함께 오  데이터는 인공지

능 기술의 발 에 매우 요한 매제가 될 수 있다. 

국과 미국을 심으로 시작된 정부 개방 데이터 

(open government data) 정책은 유럽, 아시아, 아 리

카로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2]. 우리나라는 ‘공공데이

터의 제공  이용활성화에 한 법률[6]’을 통해 데이

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데이터포털1을 통해 다

수의 데이터셋을 개방하고 있다2. 그 다면 공공 데이

터를 통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는 

OECD가 주 하는 데이터 개방 분야에서 1 , 국제 오

 데이터 평가 지수인 오  데이터 바로미터 (Open 

Data Barometer)에서 세계 5 로 평가되었지만, 오  

데이터의 효과  활용은 제한 이다[2]. 

일반 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이 낮은 이유는 민간이 

요구하는 데이터가 시에 개방되지 않는 정책  요소

와 데이터 자체의 낮은 품질  데이터 통합을 한 기

술  요소가 함께 포함된다. 정부의 고가치 고수요 데

이터 우선 개방 정책과 국가  개방 데이터 선정은 

데이터 개방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정 이

다. 그러나, ‘4차 산업 명’으로 비유되는 데이터 기반 

1 http://data.go.kr

2 686개 기 의 20,797개의 일  2,385개 API 

사회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스마트 시티와 같은 새

로운 패러다임에 응할 수 있는 정책과 기술에 한 

검토도 요구된다[3]. 

기술  으로 보면, 링크드 데이터 (Linked Data)

는 공공데이터를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된다. 링크드 데이터는 거시 데이터에 시맨틱 웹 

기술을 용하여 규모 데이터를 시맨틱 데이터로 변

환한다[4]. 별  5 링크드 데이터 (5-stars Linked Data)

는 데이터의 특성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사용성을 확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5]. 공공데이터를 링크드 데

이터로 구축하는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정부와 민

간에서 링크드 데이터를 구축한 사례[6], 공공데이터 활

용을 한 체계에 한 연구[7]와 함께 특정 도메인 

에서 기술  용 방안  이슈에 한 연구[8-11]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특정 도메인이나 데이터

에 한정해 구축한 링크드 데이터는 데이터간 연계에 어

려움이 있고, 어휘의 통일성도 낮은 것이 실  문제

이다. 

본 연구는 공공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해 데이

터의 의미  연계 방식을 제안한다. 의미 으로 연결된 

데이터는 이기종 데이터의 통합을 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능정보의 

특성을 함께 갖는다. 특히, 공공데이터에서 활용성이 높

은 행정구역에 한 링크드 데이터를 제안하여 공공데

이터의 연계와 품질 개선에 한 구체 인 방법을 소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공공데이터

에 한 개념과 활용 이슈에 해 살펴본다. 3장은 행정

구역에 한 개념과 황을 살펴보고, 행정구역을 지식

화하기 한 모델을 제안한다. 4장은 행정구역 지식모

델을 용해 구축한 행정구역 그래 와 데이터의 연계 

황  응용 사례를 소개하고, 5장에서 결론을 요약한다. 

II. 공공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1. 공공데이터 정의

공공 데이터는 자유로운 사용  재배포를 규정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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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공데이터 예제: 데이터 품질 및 표준화 이슈

 데이터 (open data)와 개념 으로 매우 유사하다. 오

데이터 핸드북은 오  데이터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2]. 

이용성  근:  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합리 인 비용으로 재생산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데이

터는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야한다. 

재사용과 재배포: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

되는 것을 포함해 재사용과 재배포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편  참여: 특정한 사람이나 그룹에 한 차별 

없이 구나 데이터를 사용, 재사용  재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용 활성화에 한 법률[6]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자화된 일 

등 공공기 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 을 하여 생성 

는 취득하여 리하고 있는 (光) 는 자  방식

으로 처리된 자료 는 정보”이다. 소유  에서 보

면, 공공데이터는 본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이

지만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해 민간에 제공한 것

이다. 공공데이터법에서 제공이란 “공공기 이 이용자

로 하여  기계 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달하는 

것[13]”을 말한다. 이 때 기계 독이란 소 트웨어로 

데이터를 수정, 변환, 배포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의

미한다[14]. 요약하면,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는 넓은 의

미에서 오  데이터의 한가지 범주로 해석할 수 있다.

2. 공공데이터 활용 이슈

우리나라는 공공 데이터 개방  활용에 한 법률을 

통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3나 공공데이터 략 원

회4에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한 실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수요자 심의 공공데이터나 국가 

개방 데이터 개방은 데이터 활용을 진시키는 정

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공 데이터를 통한 사회  

변화나 산업 생태계 조성은 여 히 제한 이다. 공공데

이터가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 인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의 해 요인은 성과 과시  

정책 추진, 공유문화 부족, 표   품직 부족, 련 기

술  문가 부족 등 다양하다[15]. 공공 데이터가 무

료라는 인식이나 데이터 개방의 양  확 로 발생하는 

문화 ·정책  문제와 더불어 데이터 자체의 낮은 품질

3 http://bit.ly/2v2avKO

4 http://bit.ly/2v4hs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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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활용에 있어 근본 인 제약이다. 더불어 공공데이터 

항목이나 데이터 형식의 표 화 미흡은 데이터 활용에 

장애 요소로 지 되고 있다. 

[그림 1]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데이터의 이

다. 두 가지 데이터는 행정기 에 한 정보를 갖고 있

다. 일선행정기  주소와 화번호 데이터(2016년 8월 

31일 기 )5는 행정자치부에서 리하는 출소, 우체

국, 보건소, 읍면동 사무소에 한 데이터를 담고 있고, 

경상남도 함양군 기 황 데이터 (2017년)6는 해당 지

자체에 한 데이터만 갖고 있다. 이 는 두 가지 시사

을 갖고 있다. 첫째, 데이터 품질 이슈이다. 두 개의 

데이터는 행정기 에 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데이터 

항목과 개별 항목의 값이 다르다. 컨 , 데이터 항목

은 ‘ 체기 명’과 ‘기 명’으로 다르고, ‘함양 경찰서’에 

한 값도 차이가 있다. 이 경우 사람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기계가 독하는 의미는 다르기 때

문에 동일한 데이터로 해석되지 않는다. 화번호에 

한 항목도 ‘ 표 화번호’와 ‘연락처’로 항목 이름이 다

르고, 실제 데이터 값이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공공데이터 반에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고, 데이터 품질에 한 신뢰를 해하는 요인이다. 둘

째, 데이터 연계를 한 기  정보의 미흡이다. 부분

의 공공 데이터가 행정기 이나 부처별로 개방되고 있

는 상황에서 데이터셋을 연계하는 것은 필수 이다. 

[그림 1 - (A)]에 있는 기 코드는 데이터를 식별하는

데 요한 기 정보가 될 수 있다. 만약 [그림 1 - (B)]

에 기 코드가 있다면, 데이터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기 정보는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를 연계하거

나, 향후 개방될 데이터의 연계하는데 매우 요한 역

할을 하며, 궁극 으로 공개데이터의 활용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 인 요인이다. 

요약해 보면, 공공데이터의 효과 인 활용을 해 공

개 데이터 자체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공개 

데이터에서 사용되는 값에 한 기 정보를 활용해 데

이터의 연계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  

에서 보면, 온톨로지와 링크드 데이터 기술을 용

5 http://bit.ly/2tBBuJk

6 http://bit.ly/2tBNH0h

할 수 있다[4][11][16]. 본 연구에서 제안한 행정구역 지

식 모델은 한민국 행정구역의 의미  정의와 행정구

역 간의 계를 지식화하고, 행정구역과 련된 코드 

체계를 바탕으로 일 성 있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III. 행정구역 지식 모델

1. 대한민국 행정구역에 대한 모델

행정 구역(Administrative district; 行政區域)은 국가

가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해 만든 지역 구분이다. 

행정구역은 국토에 한 물리  치를 포함하는 공간

정보와 국가 기 이 수행하는 행정  업무에 한 행정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기  정보이다. 지방자치법[17]

에 따르면, 한민국 행정구역은 역자치단체, 기 자

치단체  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 

한민국의 행정구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역시, 1개

의 특별자치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로 구성된

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邑), 면(面), 동(洞)을 두고, 

읍, 면에는 리(里)를 둔다. 하부조직으로 거의 모든 지

방자치단체가 통/반을 두고 있다.

행정구역 지식모델은 개별 행정구역과 행정구역 사

이의 법률  계를 의미 으로 표 한다. 한민국 행

정구역을 표 하는 KoreaAdministrativeDivision 클래

스는 역자치단체, 기 자치단체, 비자치구역 등 모든 

행정구역의 최상  클래스이다. [그림 2]는 한민국 행

정구역 체계의 상하  계를 도식화한 것으로 행정구

역 지식모델은 행정구역 체계에서 정의하는 행정단 , 

행정단 의 귀속 계를 그 로 용한다.

역자치단체: 역자치단체는 특별시(特別 ), 

특별자치시(特別自治 ), 역시(廣域 ), 도(道),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가 있다. 역자치단체는 

기 자치단체와 비교해 넓은 지역을 할하는 상

의 행정 자치조직이다.

기 자치단체: 기 자치단체는 시( ), 군(郡), 구

(區)가 있다. 일반 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역

자치단체의 하부에 치해 좁은 지역을 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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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행정구역 지식 모델의 주요 클래스 및 클래스 사이의 관계

행정 자치 조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와 

자치 기능이 없는 일반구는 기 자치단체에 포함

되지 않는다.

특별시는 자치구, 역시는 자치구와 군, 도는 자

치시와 군을 포함한다.

특별시와 역시는 하  행정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지만, 도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자치

시의 하  행정구역으로 둔다.

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를 둔다. 행

정시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이며 기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시(자치시와 행정시)와 구(자치구와 일반구)는 

읍·면·동으로, 군은 읍·면으로 하  행정구역을 

둔다. 그리고읍·면은 행정리로, 동은 통으로 나뉜

다. 통  행정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구

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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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사이의 계는 ad:include 속성과 ad:partOf 

속성으로 표 하며, 두 속성은 역 계(owl:inverseOf)

이다. 컨 , 상  행정구역은 하  행정구역을 포함할 

수 있고, 반 로 하  행정구역은 상  행정구역에 포

함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동(洞, Dong)은 행정동과 법정동

으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를 들어,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명동은 행정동이고, 을지로1가, 을지로2가, 남 문

로1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회 동3가, 충무로2가, 

명동1가, 명동2가, 남산동1가, 남산동2가, 남산동3가, 

동1가, 무교동, 다동, 태평로1가 등의 법정동을 포함한

다. 즉, 법정동은 주소의 기 이 되는 고유한 지역 명칭이

고, 행정동은 할하는 동주민센터 (동사무소)가 있는 

실제 이름이다. 실질 인 모든 행정이나 선거구를 구분

하는 기 은 행정동이지만, 실생활에 행정동과 법정동

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이를 해 행

정구역 지식모델은 법정동과 행정동을 역 계(inverse 

relation)으로 표 한다. ad:isHaengjeongdongOf 속성

은 특정한 법정동과 련있는 행정동을 정의하며, 

ad:isBeopjeongdongOf 속성은 반 의 경우, 즉, 행정동

이 갖고 있는 법정동을 표 하는데 사용한다. 

2. 설계 특징

2.1 한국어 어휘 사용 

행정구역 체계는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기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다. 보편 으로 어로 표기할 수 있

지만,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문으로 표 하는데 한계

가 있다. 를 들어, 'District'는 구(區)와 반(班)의 의미

를 함께 갖는다. 그러므로 행정구역 지식모델은 한 명 

어휘와 로만자 표기를 기본으로 하며, 해당되는 문명

을 함께 표기한다. 

2.2 확장성 있는 데이터 모델링 

행정구역 지식모델은 온톨로지 어휘의 재사용과 지

식베이스 컨텐트의 보편  검색 성능 향상을 해 스키

마 (schema.org) 모델의 어휘를 사용된다. 컨 , 모든 

행정구역 클래스는 schema:AdminstrativeArea의 하  

클래스 계이다. 행정구역 온톨로지는 최소의 핵심어

휘를 정의하고 있으며, 다른 데이터모델에 정의된 어휘

를 재사용한다.  

2.3 일관성 있는 URI 체계

URI (Uniform Resource Identifier)는 데이터를 연결

하기 한 핵심요소로 일 성 있게 정의되고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행정구역 지식모델은 클래스, 인스턴스 수

에 따른 URI 체계를 정의하고 있다. 클래스는 'def'

를 통해 구분하고, 'ad'와 같이 도메인(행정구역)을 식

별할 수 있는 디 토리를 정의한다. 그리고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클래스(‘Gu’)는 마지막에 치한다. 아래 제

는 클래스를 식별하기 해 정의한 URI 생성 규칙  

이다.

http://lod.datahub.kr/def/ad/Gu

인스턴스는 클래스의 식별자인 'def'와 구분하기 

해 'id'를 사용하고, 인스턴스의 유형을 구분하기 한 

디 토리를 추가한다. 아래 는 서울특별시 구를 표

시한 것으로, 자치구(Jachi-gu)타입을 정의하고, 행정

분류코드(1114000000)를 식별자로 정의한다.

http://lod.datahub.kr/id/ad/Jachi-gu/1114000000

IV. 지식그래프 구축과 응용

1. 행정구역 그래프와 데이터의 확장

정부가 공개하는 데이터에서 행정구역, 주소, 치와 

련된 정보는 공통 으로 포함되는 요소이다. 다시 말

해, 일 성있는 행정구역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향상  연계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다. 행정구역 

지식그래 는 한민국 행정구역 데이터를 행정구역 

지식모델을 용해 구축한 그래  데이터이다. 행정구

역 데이터는 행정안 부의 주민등록주소코드7와 통계

청의 한국행정구역분류8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되었

7 http://bit.ly/2xxQIVq

8 http://bit.ly/1PQAr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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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는 법정동 (45,957건)에 한 정보를 갖고 있고, 

후자는 법정동-행정동 (21,695건) 계를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개별 공공데이터를 연결할 때, 법정동과 행

정동에 계없이 일 성 있는 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행정구역 정보를 갖고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의미

 수 에서 연결하고 있다. 컨 , 도로명주소 

(347,242건)와 우편번호 (302,125건)는 행정구역 정보를 

공통 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다른 데이터의 기반 정보

가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등학교 (6,247건), 학

교 (3,204건), 고등학교 (2,304건), 학교 (1,837건), 주

차장 (471건), 지하철 (581건), 병원 (84,731건)  문화

재 (13,704건) 데이터가 지속 으로 행정구역 그래 와 

연결되고 있다.

2. 행정구역 그래프 기반 응용 사례

2.1 행정기관 데이터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나 보안 이슈로 인해 개

방되는 과정에서 원천 정보와 다르고, 행정기 의 목

에 맞게 변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장에서 언 한 행

정기  데이터가 표 인 사례이다. 일선행정기  주

소와 화번호 데이터 (12,423건)는 경상남도 함양군 

기 황 데이터 (22건)와 비교했을 때 포 인 내용

을 담고 있지만 한민국 행정기 의 체 데이터는 아

니다. 행정기 의 체 데이터 는 행정표 코드 리시

스템 (http://code.go.kr)에서 제공한다 (356,628건). 실

제 일선행정기  주소와 화번호 데이터는 행정표

코드 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일부데이터이

다. 두 가지 데이터는 기 코드, 유형, 기 명, 화번호 

등 공통 인 데이터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경상

남도 함양군 데이터는 기 명, 주소, 연락처 정보만 제

공하고 있다. 

2.2 행정기관 그래프 구축 및 연계

행정구역 그래 와 행정기  데이터의 연계는 1) 행

정기  체 데이터의 그래  변환, 2) 행정기  그래

와 일선행정기  데이터 연계, 3) 행정기  그래 와 경

상남도 함양군 데이터 연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행정기  데이터의 행정동코드, 소재지코드 항목

은 행정구역 그래 의 행정동기 코드와 법정동

기 코드로 연결하고, 우편번호, 나머지주소, 지

번 항목은 우편번호와 도로명주소 그래 를 통해 

연계한다. 한편, 행정기  데이터에 있는 유형분

류_ , 유형분류_ , 유형분류_소 항목은 정수형

으로 표시되어 있어 행정기  유형분류 데이터를 

그래 로 변환하고 연계하는 작업이 추가되었다. 

행정기  유형 분류는 한민국정부, 입법/사법/

헌법기 , 국가행정기 , 자치조직에 한 분류체

계로 393건이 구축되었다.  

일선행정기  데이터는 기 코드, 체기 명, 최

하 기 명 항목이 행정기  데이터와 일치한다. 

따라서 기 코드를 기 으로 동일 데이터를 식별

하여 두 가지 데이터를 연결한다. 그러나 유형 정

보의 표 값은 서로 다르다. 앞서 언 했듯이 행

정기  데이터는 정수형 값을 갖고 있지만, 일선

행정기  데이터는 유형분류의 문자값을 갖고 있

다. 유형분류 그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기

 데이터의 유형분류_ , 유형분류_소 항목은 

일선행정기 의 유형_1, 유형_2 항목과 매핑되었

다. 컨 , 일선행정기  데이터의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은 “유형_1 = 보훈“, “유형_2 = 보

훈처_보훈청“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행정기  데

이터의 ”유형분류_  = 08”, ”유형분류_소 = 01”로 

매핑되며, 유형분류 그래 의 “http://datahub.kr/ 

administrative-organization/division/0108”과 

“http://datahub.kr/administrative-organization/s

ection/010801”로 연결된다. 일선행정기  데이터

는 유형분류_  항목에 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

지만, 유형분류 그래 에서 모든 유형은 

skos:broader/skos:narrower 계로 정의했기 때

문에, 상하  계를 추론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데이터 연계와 동시에 데이터값의 정제도 함

께 진행되었다. 를 들어, 일선행정기  데이터

의 화번호 항목에 포함된 공백은 모두 ‘-’로 변

환되었고 (298건), 컬럼명이 존재하지 않는 항목

은 ‘비고’로 변경되었다. 다만, 화번호는 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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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행정구역/행정기관 그래프를 이용한 데이터의 식별 및 정제 (경상남도 함양군 데이터)

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한 번호를 그래 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포함한다.

경상남도 함양군 데이터는 기 코드 항목이 없기 

때문에 기 명을 기 으로 동일 데이터를 식별한

다. 다만, 기 명을 표기하는 방식에 있어 체기

명과 최하 기 명을 혼용하고 있고, 기 의 

차수를 공백과 특수문자로 구분하는 것은 행정기

 데이터와 차이가 있다. 를 들어, 행정기  데

이터의 ‘ 법원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와 ‘농

림부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남지원 함양·산청

출장소’는 경상남도 함양군 데이터에서 ‘창원지방

법원함양등기소’와 ‘국립농산물품질 리원함양산

청출장소’로 표 되어 있다. [그림 3]은 행정기  

그래 를 이용해 데이터의 식별과 정제를 진행한 

결과이다. 기 명(원본) 항목은 원천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값이고, 기 명(개체식별) 항목은 그래

 데이터에 비교 결과이다. 행정구역 그래 의 

체기 명과 최하 기 명 정보를 용하여 22

건  17건이 동일 데이터로 식별되었다. 일치하

지 않는 5건은 ‘KT함양지 ’과 같이 행정기 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다.  

행정구역 그래 를 용하여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효과 이다. 먼 , 표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값을 정제함으로써 데이터 품질을 개

선하는 직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데

이터의 의미  연결을 통해 복 인 데이터 값을 선언

하지 않고 데이터를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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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경상남도 함양군 데이터는 행정구역 그래 와 연

결됨으로써 기존에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그림 3]의 첫 번째 값인 ‘함양경찰서’는 ‘기 코드 

= 1326768’, ‘ 체기 명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함양경찰서’, ‘최상 기 코드 = 1320000’, ‘우편번호 = 

50041’, ‘유형분류_  = 01’, 유형분류_  = 08‘, ’유형분

류_소 = 03‘ 등 행정기  그래 의 모든 정보와 연계가 

가능해진다. 뿐만아니라 행정구역과 행정기 에 한 

모든 데이터가 시맨틱 웹 언어를 통해 표 됨으로써 기

계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읽고 추론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한민국 행정구역 체계에 한 지식 모델

을 제안하고, 행정구역 데이터를 련성 있는 데이터와 

연계한 지식그래 를 소개했다. 스마트 시티, 자율 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데이터 품질  연계에 한 

이슈로 인해 공공데이터의 극  활용은 여 히 제한

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식 모델과 지식 그래

는 데이터 품질과 연계를 해결하는데 효과 이다. 첫

째, 지방자치법에서 정의한 행정구역과 행정구역간 

계를 한 온톨로지 모델로 설계하고 정부에서 발행하

는 행정구역 데이터를 지식 그래 로 변환했다. 둘째, 

행정구역 정보를 포함하는 주요 공공데이터를 지식그

래 와 연계했다. 결과 으로 행정구역 지식그래 는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분산 으로 개방된 데

이터를 의미 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 이 될 수 

있다. 셋째, 공공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

를 제공한다. 행정구역과 더불어 주소, 우편번호, 행정

기 은 공공데이터가 포함하는 공통 정보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지식그래 는 궁극 으로 데이

터간 상호 연계를 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공공 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포함하기 때문

에 지속 으로 지식모델의 확장과 데이터 연계를 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행정구역과 한 계를 갖고 

있는 국가기 구역  우편번호, 공간정보 등 국가 수

에서 기반 데이터가 되는 역에 한 연계 방안에 

해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서로 다른 도메인

이 연결된 지식그래 를 질의응답 서비스, 시각화  

다차원 분석 등 실용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

에 해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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