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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교통 등 5대 핵심분야 공공빅데이터 발굴하고
품질관리체계 구축·플랫폼 간 협업관계도 형성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데이터경제시대 혁신자원으로 ‘중요성 커져’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빅데이터는 폭발적인 데이터의 양적 증가와 함께 주목받기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경제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 기술 또는 자원

으로 인식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의 생성과 이동에 따른 

핵심기술(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간 융합에서, 데이터경제는 생성

부터 분석까지 데이터가 생산요소로 활용되어 새로운 편익을 늘린다는 점에서 빅데이터를 근

간으로 삼고 있다. 두 논의의 관점은 다를지라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어떻게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잘 유통하여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유사하다. 공공·민간 모두에게 

데이터는 기존 모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혁신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결정하

게 될 것이다.

공공빅데이터, 기업 · 시민이 쉽게 활용 가능 ‘디지털전환 파급효과 커’

공공빅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정의는 없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정부데이터, 오픈데이

터, 빅데이터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였다. 공공빅데이터는 ‘공공부문이 가진 빅데이터’로 볼 수 

있으며 개방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미개방 공공빅데이터는 의료·금융·통신·위치정보 등 활용성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개인정보보호 등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

다. 개방 공공빅데이터는 개방되어 있으나 교통·환경 등 데이터 종류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영리빅데이터는 통신사·카드사·신용정보사·포털업체 등 소수의 민간기업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

어 활용성은 높다고 인지되나 접근/개방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정보를 독점한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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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식하며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빅데이터는 민

간 수준의 활용가치를 담보하면서도 일반기업과 시민이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연구진 작성

[그림 1]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정부데이터에 따른 유형과 특징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운영· 전담조직 신설로 이용 활성화 지속 노력

국내에서는 2013년 이후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 OECD 공

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성과를 이뤘지만, 민간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데이

터가 부족하고 품질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간의 이용은 저조하다. 특히, 그간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정책과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 간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아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2013년 빅데이터를 활용해 심야버스(올빼미버스) 노선을 선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공

공정책을 수립했다. 정보인프라의 구축·유지와 함께 새로운 IT패러다임에 대응하기에는 지방

정부의 정보화 조직 위상이 낮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전담조직을 빠르게 신설하였다(활용 - 서울디지털재단, 생성 및 수집관리 – 

통계데이터담당관). 또한, 상암 빅데이터캠퍼스 및 개포디지털혁신파크의 도시데이터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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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등 물리적인 인프라를 갖췄기에 개인정보 등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민·민간에게 공공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견지할 수 있었다. 

2018년에는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관 빅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빅데이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하지만 아직까지 데이터 생성은 각 부처에서 이뤄지고, 수집·저장관리는 통계데이터담당관

에서, 이용 활성화는 서울디지털재단에서 맡는 등 데이터 생애주기 단계별로 조직이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의 생성과 수집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협력적 거버넌

스가 재구성되어야 할 시점이다.

세계 주요도시, 시민참여 플랫폼· IoT 오픈생태계· 혁신클러스터 구축

해외 주요도시(시카고·뉴욕·베이징·바르셀로나·싱가포르)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례

를 살펴보았다. 시카고는 공공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오픈플랫폼(Array 

of Things, AoT)을 구축했다. AoT는 도시 전역의 온도, 기압, 오염물질, 소음 등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빅데이터를 생성한다. 또한 설계도면 개방을 통해 민간참여를 꾀하고 있다.

뉴욕은 데이터 개방 법률을 제정하고 정보·통신기술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특히, 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연구·교육기관, 스타트업,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등 다

양한 이해당사자와 거버넌스를 구축해 데이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베이징은 ‘중관춘’ 혁신클러스터의 조성과 빅데이터산업원의 설립을 통해 IoT 및 클라우드컴퓨

팅의 융합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관춘은 4차 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유도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니콘기업이 많은 스타트업 메카로 부상할 수 있었다. 또한 통신·

금융 민간기업과 협력해 차량공유서비스, 교통정보플랫폼 등 도시문제 해결을 모색 중이다.

바르셀로나는 도시 전역에 센서를 설치하고 개방형 IoT 센서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모든 센서

는 통합 관리가 가능하며 기술적 솔루션을 민간에게 제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시민

참여 플랫폼은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시민의 디지털 주권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데이터 수집·분석 개발을 위해 해외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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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가 차원의 프로젝트(3D 가상플랫폼, 국가위험관리시스템 등)를 진행 중이다.

설문조사 결과 “교통환경 수요가 많아”…빅데이터다운 데이터는 부족

서울시 공공빅데이터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열린데이터광장과 빅데이터캠퍼스를 살펴보

고 서울 소재 개발자·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열린데이터광장은 2013년 

대비 약 7.2배 증가한 4,892건(2018년 8월)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했다. 또한 보건·문화관광·일

반행정·산업경제 분야 순으로 개방이 많았고, OpenApi 서비스 비율이 약 90%에 달하는 등 

데이터의 가용성은 증가했다. 하지만 정형데이터 위주로 개방했고, 전체 약 9%만이 한 달 이

내로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교통·환경 분야는 개방 건수는 적지만 이용건

수가 전체 약 99%에 달해 수요가 높은 분야의 개방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측치 10,000개 이상의 데이터는 많지 않아 빅데이터다운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다.

빅데이터캠퍼스는 빅데이터 45건과 공간정보 473건을 추가로 시민·민간과 공유 중이며, 2016

년부터 누적이용자수도 증가 추세다. 입주자 유형은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대학교

가 약 73%로 가장 높다. 유형별 데이터 이용건수는 인구/가구·교통·소비 등의 순으로 높고, 

민간데이터 이용 비율(약 34%)은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이용건수가 높은 데이터는 SKT 유동

인구·서울시 대중교통환승데이터·서울시 추정매출액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재 개발자·스타트업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약 47%가 서울시 데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업모델을 구상 중이었으며, 광고 및 사

용료·정기구독료 형태의 수익창출모델이 대다수다. 정책수요는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품질관

리 강화, 주요 빅데이터 중점관리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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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공데이터 개방건수 증가와 활성화의 관계

데이터 생애주기별 이용 활성화 촉진 · 저해요인 고려해 정책 설계해야

국내 선행연구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생애주기 단계별 및 제공자/이용자별 활성

화 촉진 및 저해 요인을 제시하였다. 수집·저장관리 단계의 제공자는 거버넌스, 전문인력 양성, 

제도 개선 등 외부 환경변화가 요구된다. 반면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양립방안 구축, 

적극적인 개방 요구, 데이터 수집·저장관리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구축이 필요하

다. 분석단계에서는 주요 문제점으로 인지되는 데이터 품질문제가 주를 이뤄 양적 개방보다는 

질적 개방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활용단계에서는 데이터 생산자·소비자의 인식 개선 및 제

고, 이용자 유형에 따른 서비스체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접근성 향상, 기술·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빙이 필요하다. 즉, 시민·개발자·연구자 등 이용자 유형에 따라 ‘데이터를 쉽게 찾

아 다운 받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활성화의 본질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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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유형

제공자 측면 이용자 측면

수집·
저장관리

A 공공데이터 개방(+)
A 내부 전문 인력 양성(+)
A 외부 전문 인력의 충원(+)
A 공공분야 데이터 전문 중개·지원기관(+)
A 조직 내 낮은 문화·인식 (-)
B 빅데이터 저장소 기반 거버넌스(+)

A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양립방안(+)
A 데이터 공유·거래 거버넌스의 구축(+)
A 미공개 빅데이터에 대한 적극적 요구(+)
B 시민참여형 오픈데이터 플랫폼(+)
B 사물인터넷 오픈생태계 구축 (+)

분석

A 데이터 형식 표준화 및 가용성 등 
  전문적인 품질관리(+)
C 빅데이터캠퍼스등 인프라 구축(+)
C OpenApi 등 개발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비율의 증가(+)
C 정형데이터 위주 개방(-)

A 데이터 신뢰도 향상(+)
A 데이터 형식의 비일관성 (-)
A 데이터의 일회성 분석 사용(-)
B 분석 프로젝트 기반 데이터 발굴·유통(+)
C 데이터의 낮은 갱신주기(-)
C 교통·환경 등 특정분야 데이터 집중(-)

활용

A 공공기관 실적공개(+)
A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제도적 근거(+)
C 분석사업 지원을 위한 재정 유동성(+)
C 데이터에 대한 현장의 낮은 인식 (-)

A 사용자 유형별 교육프로그램 구성(+)
A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A 빅데이터 지식공유 아카이빙(+)
A 데이터 서비스 체계 개선(+)
B 이용자 유형별 데이터 서비스 체계(+)

주 : 괄호의 +는 촉진요인을, -는 저해요인을 의미하고 A는 선행연구, B는 해외사례, C는 실태조사를 의미함

출처 : 성욱준(2016·2017), 전병진 외(2017), 본 연구결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표 1] 데이터 생애주기/제공자·사용자 유형별 활성화 촉진 및 저해요인

‘서울공공빅데이터’ 발굴해 중점관리하고 협력 거버넌스도 구축 필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은 ‘양’에서 ‘질’로 변해야 하며, 개방이 아닌 생성을 통한 발굴로 정책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 둘째,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데이터가 아닌 사람과 조직의 문제로 

각 이해당사자의 인식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며, 데이터를 생성, 수집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한다. 셋째, 시민참여를 장려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 및 데이터 형태에 따라 서비스 방법을 달리해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사물인터넷·블록체인·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통한 산업 육

성과 공공빅데이터 생성 및 활용은 서로 공생 관계이므로, 서울시는 분야별 오픈플랫폼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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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고 ‘플랫폼의 플랫폼’ 전략으로 플랫폼 간 협업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주요 세부과제로는 교통·환경·에너지·재정/금융·산업인터넷 등 5대 핵심 분야에 대해 공공빅데

이터를 새롭게 발굴하고, 신산업성장의 기반이 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칭 ‘서울

공공빅데이터’를 새롭게 지정해 중점적으로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서비스와 공

공·민간 소통창구 역할을 전담할 정보화진흥 실행조직을 신설하고, 기술조직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구로(IoT)·양재(인공지능) 빅데이터캠퍼스를 신설하고 데이터 품질·표준·플랫

폼 관련 R&D를 진행해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3]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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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라는 키워드로 대변

되는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인간-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의 변화를 유발하며, 이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중 하나가 빅데이터

‐ 빅데이터는 페타바이트(100만GB)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 추출

을 위해 기존의 기술 또는 기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5V와 같은 특징을 갖

는 데이터를 지칭

‐ 5V는 규모(volume), 다양성(variety), 신속성(velocity), 가치(value), 진정

성(veracity)을 의미

◦ 이미 주요 선진국은 빅데이터의 무한한 잠재력을 간파하고, 민간을 비롯한 공공부

문에서 빅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중앙정부도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국세청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및 

사업화 등을 모색

◦ 서울시도 빅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자원으로 인식하면서 공

공데이터 정책을 수립 중

‐ ’15년 이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을 추진 중이며, ’18년 

처음으로 서울시 빅데이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 생태

계 조성에 주력

◦ 통계와 원천데이터를 제공하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과 서울빅데이터캠퍼스를 통해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데이터의 양적 확대는 지속되어 왔으나 시민·민간부문의 

활용 및 사업화는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

‐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 서울시의 공공데이터 누적개방건수는 약 7.2배 증

가(684건(2013년) → 4,892건(2018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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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민간부문의 활용성과는 24건에 불과하며, 교통(18건)·대기환경(4건) 등 

일부 분야에 집중(2018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

‐ 고가치·고수요·대용량 데이터일수록 산업 파급효과가 크지만, 서울시에서 제

공하는 대다수 데이터는 통계자료에 집중

‐ 데이터 생애주기(생성·수집·저장관리·분석·활용) 단계별로 시민·민간부문이 참

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석 및 활용에 

초점이 맞춰 있어 민간 참여형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육성이 어려움

◦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공공빅데이터의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터 생애주기 단계

별 제공/이용의 촉진 및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는 공공빅데이터를 ‘공공부문에서 개방 또는 미개방한 빅데이터’

로 정의하였음

‐ 다만, 빅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 기준이 없으므로 

빅데이터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공공데이터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함

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흐름

◦ 이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내용과 연구흐름([그림 1-1])은 다음과 같음

◦ 1장에선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서술함

◦ 2장에서는 공공빅데이터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제시하고, 서울시·중앙정부의 전반

적인 빅데이터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빅데이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찾는 가운데 공공

빅데이터의 성격과 특징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데이터를 유형화해 공공빅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이해하고  

그간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빅데이터 정책 내용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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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에서는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서울시에서 새롭게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자 함

◦ 4장에서는 열린데이터광장의 데이터 생애주기별 서울시 데이터 서비스 현황과 서

울시 빅데이터캠퍼스의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빅데이터 이용자에 대한 정책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데이터, 빅데이터, 공공빅데이터 간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히 연구대

상을 정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그러므로 서울시가 서비스하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였

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빅데이터로서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함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개발자 및 민간기업의 공공빅데이터 정책수요와 활

용하는 데에 있어 애로사항을 파악함

◦ 5장에서는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 데이터 생

태계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제시함

[그림 1-1]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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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및 정량조사로 구성

◦ 문헌조사는 공공빅데이터의 성격과 특성,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정책 등 공공빅데

이터의 역할과 정책동향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함

◦ 정량조사는 사례검토, 실태조사, 설문조사로 구분해 서울시 공공빅데이터의 실태

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사례검토는 해외 사례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가능성이 높은 분야와 주요 도

시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사례를 파악

‐ 실태조사는 열린데이터광장과 빅데이터캠퍼스의 데이터 현황 등 실태를 분석

‐ 설문조사는 개발자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수

요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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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공공빅데이터의 역할

1_빅데이터와 기술혁명

1) 빅데이터

(1) 등장 배경

◦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확산, 사물인터넷(IoT) 확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로 주목받기 시작함

‐ 2012년 전후로 맥킨지, 가트너, IDC, 삼성경제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빅데

이터 관련 연구를 쏟아내며 정보화 시대 새로운 혁신자원으로 공공 및 기업

에서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전 세계 데이터 시장은 2018년 

420억 달러에서 2027년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10년간 

연평균 10.5% 수준)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한국데이터진흥원, 

2018)

‐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도 2010년 8조 6,374억 원에서 2017년 14조 

3,047억 원으로 연평균 7.5%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그 자체

가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되고 있는 과정 중(2017년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2) 정의와 특징

◦ 빅데이터의 정의는 문헌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지칭

‐ 그러나 데이터 크기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의 양

(Volume)에 따른 빅데이터의 구분은 어려움

◦ 최근에는 데이터 그 자체와 함께 데이터 처리·축적·분석 기술과 인재·조직 등 생태

계 내 구성요소에까지 확장되며, 플랫폼 그 자체를 빅데이터로 일컫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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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의 특징(5V)으로 인해 다루기가 어려워 높은 수준의 기술과 인적자

원을 요구하며, 바라보는 관점(데이터 규모와 기술, 업무수행, 데이터 활용 

등)에 따라 빅데이터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임

기관 정의

Mckinsey(2011)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SW가 수집·저장·관리·분석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초
과하는 규모의 데이터집합

IDC(2011)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고속 캡처, 데이터 탐색 및 분석을 통해 
경제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추출하기 위해 설계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

Gartner(2012)
더 나은 의사결정, 시사점 발견 및 프로세스 최적화를 위해 사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처리가 필요한 대용량, 초고속 및 다양성의 특성을 가진 정보자산

교육과학기술부 외(2012)
데이터 형식이 다양하고 생성 속도가 매우 빨라, 새로운 관리 및 분석 방법이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정보통신기술협회(2015)
새로운 가치 추출을 위해 기존의 기술 또는 기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특징(규
모, 신속성, 가변성 다양성, 진정성)을 갖는 데이터 모음

출처 : 토지주택연구원(2015)의 연구를 재구성

[표 2-1] 빅데이터의 정의

◦ 빅데이터의 특징은 2001년 Laney가 제안한 규모(Volume), 다양성(Variety), 신

속성(Velocity) 등 3V가 보편적이며, 최근엔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4V 또는 5V까지 확장되었음

‐ 초창기 언급된 3V(규모, 다양성, 신속성) 특징이 보편적이며 가변성, 진정성, 

가치, 시각화가 추가되기도 함. 앞서 살펴본 정의에서 빅데이터가 하나의 개

념으로 정립되기 어려운 것처럼 특징도 빅데이터 활용분야에 따라 유동적으

로 선택되고 있음

◦ 빅데이터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로 유형이 구분되며, 생성·수집 단계에서 

데이터 생성과 목적에 따라 결정됨

‐ 정형데이터(Structured data)는 표와 같이 고정된 열에 저장되는 데이터와 

파일을 의미하며, 지정된 행과 열에 의해 속성이 구별되는 형태를 말함

‐ 반정형데이터(Semi-Structured data)는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메타정보를 

갖고 있는 형태를 말하며, OpenApi, IoT센서 데이터가 여기에 속함

‐ 비정형데이터(Unstructured data)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과 같이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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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 구조가 없는 형태를 말함

특징 A B C D 정의

규모(Volume) ○ ○ ○ ○
데이터 집합의 크기
* 테라바이트(TB)에서 페타바이트(PB)까지 기존의 정보기술
로는 활용이 어려운 정도

다양성(Variety) ○ ○ ○ ○
고정된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 정형데이터에서 XML, HTML 등 반정형데이터, 사진·
오디오·비디오 등 비정형데이터까지 포함

신속성(Velocity) ○ ○ ○ ○
데이터의 생성-수집 및 저장-분석 등 일련의 과정에서의 실시
간 처리

가변성(Variability) ○ ○ ○
데이터의 포맷/구조, 의미, 품질이 분석유형에 따라 변하는 
특징

정확성(Veracity) ○ ○ 진실성, 사용가능성, 왜곡정도 등 데이터의 품질 관련 특징

가치(Value) ○ 빅데이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효과

시각화(Visualization) ○
빅데이터를 수집해 복잡한 분석을 실행한 후 용도에 맞게 
정보를 재가공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

주 : A(공통속성), B(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C(Fredriksson), D(국립중앙과학관)

[표 2-2] 빅데이터의 특징

(3) 빅데이터 기술

◦ 빅데이터 기술은 분석과 인프라로 나뉠 수 있음

‐ 빅데이터 분석에는 통계학과 전산학 바탕의 전통적인 기술로 활용되었던 통

계적 기법과 데이터마이닝·기계학습·딥러닝 등 컴퓨팅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활용이 가능해진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있음

‐ 빅데이터 인프라는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위한 수집 → 저장 → 처리 → 

분석 → 표현 과정을 규격화한 기술과 서비스로, 기존 통계적 처리와 달리 

데이터의 수집·저장·처리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뤄짐

➀ 빅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가치 또는 통찰력을 추출하는 과정

◦ 인과관계를 최종적인 결과로 제시하는 전통적인 통계 분석과 달리 연관관계·상관

관계를 통해 가치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음(ETR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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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빅데이터가 기계학습 및 딥러닝 등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학

습데이터로 이용되며, 활용성이 낮았던 소리·이미지·비디오 등 비정형데이터에까지 

분석대상이 확장되는 추세

‐ 딥러닝의 활용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이미지 및 영상의 패턴인식과 음성인식

과 자연어 처리 분야

◦ 빅데이터 분석 분야를 도식화하면 [그림 2-1]과 같으며, 초창기 전통적인 통계적 

기법에 의존하였으나 기술 진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음

출처 : McKinsey(2018)

[그림 2-1]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유형과 인공지능 적용가능성

◦ 빅데이터 분석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됨

(Mckinsey, 2018)

‐ 분류(Classification) : 새로 입력된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의 범주에 속하는 

집단으로 재분류

 예) 사진에서 트럭, 자동차 등 물체를 분류해 내는 것

‐ 지속적인 추정(Continuous estimation) :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순

서에 해당하는 숫자 값을 예측

 예) 판매량, 고객의 특징, 날씨 등 데이터를 통해 다음 판매량 예측

‐ 군집화(Clustering) : 유사하거나 공통된 특징을 가진 데이터끼리 집단을 나

누고 특성을 파악

 예) 인구학적 특성과 구매패턴 및 선호도를 통해 소비자 집단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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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Optimization) : 주어진 조건에서 특정 함수의 목적에 맞는 결과 값

을 찾아내는 것

 예) 시간과 연료를 가장 적게 쓰는 길 찾기 안내

‐ 이상치 탐지(Anomaly detection) : 주어진 조건에서 이상치를 탐지

 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에 변화가 있을 시 중단시키는 시스템

‐ 순위(Ranking) : 기준에 따라 정보를 순차적으로 배열

 예) 사용자 검색을 기반으로 다음에 구매할 물품을 제안

‐ 추천(Recommender systems) :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천하는 시스템

 예)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패턴에 따른 물품 추천 시스템

‐ 데이터 생성(Data generation) : 훈련데이터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

 예) 특정 분야의 음악에 대해 훈련 받은 음악작곡시스템

◦ 맥킨지가 약 400개 기업의 사례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분

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류(72%)가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다음은 지속적

인 예측(66%), 군집화(55%), 최적화(37%), 이상치탐지(24%), 순위(17%), 추천

(15%), 데이터 생성(7%) 순임

출처 : McKinsey(2018)

[그림 2-2] 문제유형별 빅데이터 분석기술 적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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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학습 및 딥러닝 기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비율이 각각 50% 내외로 나

타나 분석 기술의 진보로 인해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졌

음을 알 수 있음

◦ 기계학습(지도, 비지도, 강화)과 딥러닝(CNN, RNN)은 데이터 분석의 목적에 맞게 

스스로 알고리즘을 찾아내고 수정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지도학습 : 입력값과 산출값 간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훈련 데이터’를 활용

하며 개발자가 직접 관계를 설정하고 피드백에 참여

‐ 비지도학습 : 패턴 식별에서 주로 사용되며, 명시적인 출력값 없이 입력값을 

자율적으로 탐색해 알고리즘 패턴을 찾고 데이터를 분류

‐ 강화학습 : 결과값에 대한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학습하

고 스스로 수정해 최적화

‐ 회선신경망(CNN1)) : 이미지 분석에 주로 활용되며, 산출 값 결정을 위해 

각 계층 데이터에서 복잡한 특성을 추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층적 신경망

 예. 의료검사(X-ray 등)를 통한 질병의 진단 등 이미지 프로세싱

‐ 재귀신경망(RNN2)) : 시계열 데이터 또는 오디오 및 텍스트 분석에서 주로 

활용되며, 신경망 내 정보저장이 가능한 문맥 노드가 있어 데이터 시퀀스에 

따라 결과값이 산출

 예. “Are you free ______?”라는 문장 속 빈칸의 단어 추정

➁ 빅데이터 인프라

◦ 수집-저장-처리-분석 등 빅데이터의 전반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로 

구글의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과 오픈소스 프로그램 하둡(Hadoop)의 등장으

로 빅데이터 인프라가 대중화되었음

‐ 빅데이터의 기술적 이해는 하둡 생태계의 이해와 같을 정도로 현재 빅데이

1)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2) RNN(Recurrent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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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생태계에서 하둡의 위치는 독보적임

 오픈소스(Opensource)의 장점을 살려 초기 빅데이터 처리 관련 스타트

업의 플랫폼으로 선택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하둡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

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점차 영향력은 커져가고 있음

◦ 하둡(Hadoop, High-Availability Distributed Object-Oriented Platform)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대규모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로 개발된 분산병렬처리 시스템을 의미함

‐ 분산처리기술은 대용량 데이터를 여러 저장소에 분산하여 저장하는 하둡 분

산 파일 시스템(HDFS)과 데이터를 계산 처리하는 모듈(맵리듀스)로 구성됨

‐ 오픈소스로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전문가가 아닌 경우 커스터마이징

(Customizing)이 어려워 일반 기업들이 적용 및 활용하기 어려웠으며, 스트

리밍 데이터 수집, 정형 데이터 수집, 실시간 SQL질의, 메타데이터 관리 등 

목적에 따라 모듈을 개발하여 기능을 확장해왔음

◦ 하나의 인프라에 데이터의 저장과 분석이 함께 포함되는 하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은 저장과 분석이 분리된 형태인 데이터레이크(Data Lake)

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하둡은 데이터 용량을 확장할 경우 리소스가 급격히 증가해 비용 효율성이 

낮으며, 오픈소스임에도 관련 전문 개발자가 없을 경우 기술적 구조가 복잡

해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임

◦ 데이터레이크(Data Lake)는 “원천 형태의 데이터 저장소이며, 조직 내 외부 수집 

데이터의 단일 저장소”를 의미함

‐ 2010년 제임스 딕슨은 “데이터를 물에 비유한다면 우선 데이터 마트는 물병

에 들어있는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물병의 물은 필요에 따라 쉽게 소

비할 수 있도록 정제되고 포장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언급

‐ 반면, 데이터레이크는 “물병에 담긴 생수 이전에 존재하는 호수로서 훨씬 

자연의 상태이며 방대한 양의 물을 의미한다”로 비유함(백현, 2018)

‐ 즉, 데이터레이크는 “원천 형태의 단일 저장소”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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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레이크는 하둡과 비교하여 데이터의 저장과 분석을 분리하기 때문에 시스템

의 확장과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하둡의 단점(비용효율성, 활용성)을 보완하면서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분석

모듈을 확장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음

 클라우드 기술로 데이터의 실시간 이동이 가능하며, 스키마 온 리드

(Schema on Read)3)를 통해 데이터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분석이 

가능

출처 : 백현(2018)의 연구에서 재인용

[그림 2-3] 데이터레이크 아키텍처(a : 데이터레이크, b : 하둡)

데이터웨어하우스 vs 데이터레이크

정형화된, 변경되거나 처리된 정형데이터 데이터 변경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원천(Raw data)

저장 시 이미 정의된 스키마에 따라 프로세싱 저장 후에 정의되는 스키마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 저장에 고비용 스토리지 저비용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덜 민첩하고 재구성이 어려움 민첩성 아주 민첩하게 필요할 때 재구성 가능

분석가, 비즈니스 사용자 대상 사용자 데이터 과학자, 분석가, 비즈니스 사용자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표 2-3] 데이터웨어하우스와 데이터레이크

3) 스키마 온 리드(schema on read)는 데이터를 원래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를 읽어들일 때 사용 목적에 따라 스키마를 생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5). 이때,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구조, 표현, 관계 형식을 언어로 정의한 
구조를 의미한다(위키백과). 즉, 스키마 온 리드가 가능할 시 원본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레이크에서 사용자의 분석목적
에 따른 데이터 구조로 실시간으로 변환해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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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인프라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데이터웨어하우스는 빅데이터와

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의 통합된 허브인 데이터레이크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데이터레이크는 이해관계자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관리 및 

통제와 관련되어 있어 거버넌스와 밀접하게 연관

‐ 하지만 데이터 소유권 문제,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데이터의 유통과 

관련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 데이터레이크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원격 클라우드 컴

퓨팅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있음

‐ 데이터레이크인 아마존S3는 모든 데이터를 별도의 스키마 없이 원본 그대로 

저장하며, 이용자는 필요시 데이터카탈로그를 통해 데이터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형태로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임

[그림 2-4] 아마존웹서비스의 구조

2) 4차 산업혁명4)

◦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제안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이 

물질적 기술, 생물학 지식과 결합해 나타나는 생산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

4) 해당 내용은 서울연구원(2017) 및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의 연구를 재구성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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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슈밥은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생산시스템이 한 단계 진

일보하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인공지능·로봇·일자리 소멸에 대한 논의

(제2의 기계시대, 로봇의 부상)를 결합해 4차 산업혁명론을 처음 제안

‐ 혁명적인 변화(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 충격 등)를 유도하는 동인으로 26

개 기술, 제품, 분야를 제시하였으며, 빅데이터는 그 중 하나

 속도 : 신기술의 출현과 융합으로 인한 기하급수적인 변화 속도

 범위와 깊이 :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 유도

 시스템 충격 : 사회시스템 전체의 변화 수반(국가 간, 기업 간, 산업 간)

◦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은 기술적 동인이 명료하지 않고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는

가?”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개념적 논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고든), 

슈밥이 언급한 핵심기술들이 정보화혁명(3차)의 연장선상에 있어(고든, 리프

킨) 산업혁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

‐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근본적인 사회시스템의 파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기술이 새로운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이미 정보화혁명기에 나타

난 정보통신기술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 하지만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변화로 인해 제조

업·서비스업 등이 융합되는 등 실체가 있어 한국은 정책적 대응이 선결된 상태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4차 산업혁명의 개념적 틀을 정립하면서 “1970년대 

시작된 디지털전환이 5대 핵심기술로 인해 심화되는 과정이며 산업 및 사회 각 부

문이 디지털화되고 ICT가 적용돼 생산성 증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소비자 편익

을 증가시키는 과정”이라 정의함

‐ 3개 층위는 (미시) 요소기술 ‘5대 핵심기술’ → (중간) 시스템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시스템’ → (거시) 트렌드 ‘디지털 전환의 심화’를 의미

‐ 5대 핵심기술(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

은 상호 연결돼 시너지를 일으키며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어 범용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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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 기술을 의미

‐ 5대 핵심기술은 집합적으로 이용되며, ‘데이터를 매개로 가상세계와 현실세

계가 결합되는 가치창출 시스템’을 구성함. 여기서 핵심은 기술 간 융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데이터의 측정, 수집, 보관, 통합, 분석, 거래, 활용 

등 데이터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임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

[그림 2-5] 4차 산업혁명의 기술동인 :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시스템

◦ 즉, 4차 산업혁명의 구조는 가치창출단계에서 ‘데이터’가 원활하게 흐르며 신기술

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 예를 들어, 1단계인 데이터 확보에서는 사물인터넷(IoT)이, 2단계인 데이터

분석에선 클라우드컴퓨팅·인공지능 분석·빅데이터 분석이, 3단계인 현실 적용

에선 로봇이 핵심기술로 적용되어야 함

3) 데이터경제(Data Economy)

◦ 데이터경제는 가트너가 2011년 처음 언급한 후 2014년 유럽 집행위원회(EC)에서 

데이터 주도 경제 실현을 위한 25억 유로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

‐ 유럽 집행위원회는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방안으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

퓨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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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실행계획을 발표

‐ 데이터 주도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EC 실행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좋은 품질, 신뢰할 수 있고 상호 호환되는 데이터셋 이용가능성과 이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 자원(인터넷, 대규모 컴퓨팅 자원)

 데이터셋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향상된 거버넌스 체계 및 기술력을 

보유한 인력 육성

 ICT시스템과 시민·기업 간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시장 초기 얼리어답터와 촉매제로서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와 디지털 상

품의 소비자 역할을 할 공공기관(클라우드컴퓨팅에서 핵심적인 역할)

기관 정의

가트너(2011)
응용 프로그램, SW, HW의 경제가 아닌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연결데이터 등 데이터
로 파생되는 경제가 경쟁 우위를 이끌어가는 시대

IDC(2014)
원시 데이터(raw data)로부터 파생되는 상품과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가 거래
되는 데이터 시장 전체, 데이터의 생성-수집-저장-처리-분배-전달 등을 모두 포괄

MIT(2016)
데이터 자본은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저장된 정보로, 기존의 물리적 
자산처럼 장기적인 경제적 가치를 보유

IBM(2016)
데이터를 내·외부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증가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더 
많은 데이터가 교환됨으로써 발생

EC(2017)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생산, 인프라 제공, 
연구조사 등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생태계

Digital Reality
(2018)

조직이나 비즈니스의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검색·분석해서 생성되는 금융이나 경제적 
가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모든 데이터가 활용하기 쉽게 자유롭게 흘러 타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며, 혁신적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7)의 연구를 재인용

[표 2-4] 데이터경제의 개념

◦ 데이터, 그 자체의 생성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각 기관에

서는 데이터경제를 기술과 서비스 발전 및 범위에 따라 정의하고 있음

‐ 최근에는 데이터경제(Data Economy), 데이터 주도 경제(Data-Driven 

Economy) 등 여러 용어가 함께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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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정의는 다르나, 공통적으로 데이터가 수집·생성 → 저장·관리 → 가

공·유통 → 분석·활용 등 모든 가치사슬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요소로 활용

되어 목표(혁신, 신경제·산업 육성, 경제·사회의 이익, 가치 창출, 이익 창출)

가 달성되는 구조임

◦ 신기술로 인한 혁신을 이끌어내는 생산요소로 데이터가 주목받는 점은 데이터 자

체가 갖는 가치는 적을지라도 적절한 시기(생산 및 서비스 등)에 적용될 경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개념 자본이기 때문

‐ 실물 자본과 비교해 비경쟁성·비대체성·경험적 재화로 대조되는 특징으로 인

해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제·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데이

터가 정보·지식·상품·서비스로 전환)

데이터 자본 내용 및 특징

↔

실물 자본 내용 및 특징

비경쟁성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서비스
에서 동시다발적 사용 가능

경쟁성
하나의 화폐, 장비는 한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

비대체성
각 데이터는 서로 다른 내용을 
포함해 상호 대체 불가

대체성
동일 가치의 다른 재화로 대체 
가능

경험적 재화
데이터 가치는 활용 후 측정이 
가능

물리적 재화
재화 가치를 계량적으로 즉시 
파악하는 것이 가능

출처 : MIT(2016), 한국정보화진흥원(2018)에서 재인용

[표 2-5] 데이터 자본과 실물 자본의 차이

◦ 특히,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주목받는 것은 새로운 생산요소의 등장으로 기존 기업

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가치사슬이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

이기 때문임

‐ ‘공급자 → 제조자 → 유통업체 → 소비자’로 대표되는 유통과정이 데이터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급자 → 소비자’, ‘제조자 → 소비자’, ‘소

비자 → 생산자’ 등 새로운 가치사슬로 형성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변화는 모바일기기, 사물인터넷(IoT), 모빌리티 등 개인이 생성하

는 이용자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시스템에서 직접

적인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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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영국·미국·중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을 유도하

기 위해 제도개선(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소유 등)과 인프라 확보(빅데이터거래

소, 전문인력 양성 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18년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과 규제혁신을 추진 중임

‐ 주요국의 데이터 정책변화는 ➀ 추진 전략 마련(전략 수립 및 데이터 정책 

발표), ➁ 인프라 구축(R&D, 인력양성, 협력체계 구축, 데이터 개방), ➂ 
데이터 활용 관련 이슈 해결(개인정보 및 데이터 유통·활용)로 구성

4)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데이터경제

◦ 빅데이터에 대한 주목은 폭발적인 데이터의 양적 증가에서 출발하였으며, 점차 빅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정의와 특징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

‐ 따라서 빅데이터를 엄밀히 정의하기보다는 데이터·기술 등 생태계를 아우르

는 하나의 개념적 틀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빅데이터 기술(분석 및 인프라)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과 빅데이터 인

프라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공공·민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빅데이터 분석에선 기계학습·딥러닝의 등장으로 기존에 다루기 어려웠던 비

정형데이터에까지 처리영역이 확대됨

‐ 빅데이터 인프라는 ‘저장’과 ‘분석’이 분리된 구조로 바뀌며, 사용자의 비용효

율성과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최근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및 데이터경제의 개념과 구조를 살펴보면, 이들

이 논의되는 배경은 다르지만 ‘데이터’가 밑바탕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음

‐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의 생성과 이동에 따라 핵심기술(사물인터넷, 클

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이 융합하고 적용되어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는 것이 기본 바탕임

‐ 데이터경제에서는 데이터가 생성부터 분석까지 직간접적으로 새로운 생산요

소로 활용되며 새로운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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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두 논의로부터 공통된 질문을 이끌어낸다면 ‘어떻게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잘 유통하여 활용할 것인가?’로 귀결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5가지 유형의 가치(투명성강화, 실시간 변화파악, 수요자별 맞춤형 서비스,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혁신적 사업모델)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6] 빅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모형

◦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경제가 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개념적 논의라면, 실

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기존의 모델에서 빅데이터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혁신적 과정,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 

볼 수 있음

‐ IDC(2015)는 디지털전환을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외부 생태계)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정의함

◦ 빅데이터를 활용해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을 이루기 위해선 다섯 단계의 전략이 중

요함(Mckinsey, 2016)

‐ 1단계는 “이용사례/빅데이터” 단계로, 분석의 목적과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명확히 표현하고 도출된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할지 비전을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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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는 내·외부 간 형성된 데이터생태계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샌드박스’를 생성하고 새로운 예측 변수를 도출하는 과정임

 샌드박스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해 외부로부터 접근 및 영향이 차단

된 통제된 환경을 의미

‐ 3단계는 모델링/통찰력으로 선형 및 비선형 모델링을 적용하고 조직 전체에 

걸쳐 도출된 결과를 테스트하는 단계임

‐ 4단계는 업무/현장에 통합하는 것으로, 사용자들을 위한 직관적인 인터페이

스를 개발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업무의 자동화/최적화 등을 모색함

‐ 5단계는 적용으로, 전담 및 관리기능을 구축하고 성과지표를 통해 모델링의 

성능향상을 위해 능동적으로 변경하며 추적관리를 실시함

출처 : McKinsey(2016)

[그림 2-7]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다섯 가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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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공공빅데이터의 범위와 특징

1) 오픈데이터와 공공데이터

(1) 오픈데이터

◦ 오픈데이터는 목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디에서도 자유롭게 접근하고 공유 및 활

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

‐ 저작권 등 제한적인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 법적 개방성을 지니며, 특정 소

프트웨어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개방성을 지님

 자유로운 접근 : 사용자를 불문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

 재사용 및 재배포 : 접근과 재사용·재배포에 별도의 비용이 불필요

 기계 판독 가능 : 데이터 검색 및 처리를 위한 별도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형태로 제공

 광범위한 영역 : 누구나 데이터 공개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개가능

한 데이터 형태 역시 광범위

◦ 월드와이드웹재단의 팀버너스리는 데이터 존재 여부, 개방성, 최신성, 기계판독성, 

용이성을 바탕으로 다섯 단계를 제안함(Five Stars of Linked Data)

‐ 1~2단계는 특정 소프트웨어에서만 읽을 수 있거나 수정 및 변환이 가능

‐ 3~5단계는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편집)이 가능한 형태며, 

5단계에서는 웹상의 다른 데이터와 연결·공유가 가능한 정도임. 현재 우리나

라 3단계 이상 공공데이터의 비율은 85%에 달하고 있음(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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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형태 특징 예시

★
미충족
포맷

(사용자) 인쇄가능, 하드 드라이브나 
USB에 저장 가능, 타 시스템에 수작
업 입력 가능
(공급자) 제공 용이

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
* 예) PDF 등

★
★

최소충족
포맷

(사용자) 데이터 수집, 시각화 등은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처리 가
능, 다른 포맷으로 데이터 발행 가능
(공급자) 제공 용이

표를 엑셀파일과 같은 특정 포맷으로 공개
* 예) HWP, XLS 등

★
★
★

오픈
포맷

(사용자) 특정 소프트웨어 기능에 한
정되지 않고, 원하는 방법으로 데이
터 작업 가능
(공급자) 특정 포맷으로 데이터 발행
을 위해 변환기나 플러그인이 필요, 
제공 용이

표를 엑셀 대신 CSV파일과 같은 비독점 포
맷으로 제공(CSV파일은 쉼표로 구분된 텍
스트로 다양한 편집기에서 수정 가능, 서울
기온.csv)
* 예) CSV 등

★
★
★
★

(사용자) 로컬 및 웹상에 링크 가능, 
북마크 가능, 데이터의 일부를 재사
용 가능
(공급자) 데이터 분석을 위해 시간 투
자, 데이터 항목에 URI 부여, 데이터 
항목에 대한 정교한 제어 가능, 접근
에 대한 최적화 가능

표 값을 구분하기 위해 URI 부여
(표에는 한글로 연월일이 표시되나, URI에
는 2012-02-04100:00:002와 같은 형태로 
표시해 컴퓨터 및 데이터 사용자가 연월일
로 인식 가능)
* 예) RDF 등

★
★
★
★
★

(사용자) 관련 데이터를 찾을 수 있으
며 데이터 스키마에 대해 직접 배울 
수 있음
(공급자) 웹상의 다른 데이터와 링크 
가능, 데이터가 발견될 수 있도록 제
작, 데이터의 가치를 높임

다른 데이터 소스와의 링크를 통해 연관지
식 획득 및 활용효과 극대화 가능(RDF 포맷)
(표의 ‘기온’에 대한 정의를 직접 데이터에 
하지 않아도 위키피디아와 같은 DB와 연계
해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연관 지식 
획득이 가능)
* 예) LOD 등

출처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정비가이드(17.3), 2018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표 2-6] Five Stars of Linked Data 모델

(2)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

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데이터법)

‐ 2013년 ‘정부3.0’을 추진하며 제정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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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방·품질관리·이용현황 조사·제공기반 구축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은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또는 민간이 

정보의 고유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김구, 

2017)

‐ 유럽 연합위원회는 정부의 데이터 개방으로 다음 장점이 있음을 제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서 재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

 사회적 가치에 대처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발견

 공공행정 내외부에서 데이터를 공유해 효율성 증대

 정치 및 사회생활에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정부의 투명성 제고

◦ 공공데이터가 가치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은 데이터 재사용과 열린정부5), 그리고  

민간부문에 어느 정도 개방할 것인지에 따라 네 개로 분류가 가능함

‐ 효율성 : 정부가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생성

‐ 투명성 : 정부가 정부활동의 투명성 증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생성

‐ 혁신 : 민간·시민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생성

‐ 참여 : 민간·시민이 정부와 협업해 사회적 가치를 생성

◦ 개방을 통한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주체, 공공데이터

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주체, 민간부문에서 공공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 개방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주체도 모두 정부 

등 공공기관이기 때문에(김구, 2017),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선 공공의 역량이 

중요

5) 열린정부(Open Government)는 ‘정부3.0’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지향하며, 정부가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확장된 민주성을 지향한다. 유사하게 미국의 오바마행정부에서는 투명성·협력·참여의 가치로 정부혁신
을 지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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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빅데이터의 범위와 역할

◦ 공공빅데이터는 이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와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시장에서 실무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볼 수 있으며 의미는 

‘공공부문에서 공개한 빅데이터’에 가까움

◦ 데이터의 생성주체와 공개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음

‐ 빅데이터는 앞서 살펴본 개념과 동일하며, 정부데이터는 데이터의 출처에 따

른 구분이고 정부데이터 및 오픈데이터에 따라 구분이 가능함

[그림 2-8]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정부데이터에 따른 유형

◦ 위와 같이 유형을 나누면 출처(민간-공공), 공개여부(공개-비공개), 빅데이터 여부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어 빅데이터의 정책 대상별로 실태와 장단점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와 같은 데이터의 유형구분은 Joel Gurin(2014)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미개방 공공빅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점

을 고려해 수정한 벤다이어그램을 제안하였음

◦ 각 벤다이어그램에 속한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부데이터는 국가안보와 관련돼 개방이 불가능한 데이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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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는 정부에서 제도적 근거에 기반해 개방하였으며, 현재 통계 및 

정형데이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미개방 공공빅데이터는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빅데이터로 의료, 금

융, 통신, 위치정보 둥이 이에 해당하며, 개방은 아직까지 어려우나 활용성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임

‐ 개방 공공빅데이터는 공공에서 개방한 일부 교통, 환경 등의 빅데이터로 아

직은 데이터의 종류가 소수에 그침

‐ 영리빅데이터는 통신사·카드사·신용정보사·포털업체 등 소수 민간 기업이 독

점하고 있는 데이터이며 현재 활용성이 높다고 인지되고 있는 빅데이터임

‐ 비영리빅데이터는 주로 연구목적으로 민간에서 일부 개방한 데이터임

‐ 비영리데이터는 연구데이터, 소셜데이터, 일반 시민이 공개하는 데이터 등 위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음

◦ 이를 종합해 접근성/개방성, 활용가치, 데이터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공공빅데이

터는 영리빅데이터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개인정보 등 제도적 여건으로 인

해 아직은 활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다만, 미개방 공공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영리빅데이터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

한다면 접근성/개방성이 한층 더 높아질 여지는 있음

구 분
공공

데이터
개방 

공공빅데이터
미개방 

공공빅데이터
영리

빅데이터
비영리 

빅데이터

접근성/개방성 +++ ++ · · +

활용가치 + +++ +++ +++ ++

데이터 종류 ++ + +++ +++ +

출처 : 연구진에서 직접 작성

[표 2-7] 데이터 유형별 접근성/개방성, 활용가치, 데이터 종류

◦ 본 연구에서는 공공빅데이터의 범위를 개방 공공빅데이터와 미개방 공공빅데이터

에 속하는 모든 데이터로 정의함

‐ 공공빅데이터는 빅데이터를 가진 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 및 시민들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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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수 있으며, 민간 수준의 활용가치가 있어 디지털전환을 유도하는 강

점이 있음

‐ 공공빅데이터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민간 대비 산업생태

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가까운 미래에는 ‘데이터’가 혁신의 자원이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이 이뤄져야 하며, 공공빅데이터는 데이터가 없는 기업에게도 혁신을 위

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임

‐ 민간 빅데이터는 기업들이 자산으로 인식하며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임

‐ 양질의 빅데이터 보유 여부가 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시대에서 공공빅데이

터는 고속도로와 같이 디지털전환을 통한 산업발전의 인프라 역할을 담당 

할 것으로 기대

3_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빅데이터 정책

1) 중앙정부 빅데이터 정책

◦ 국내 공공빅데이터 관련 중앙정부의 정책은 공공데이터 개방, 그리고 빅데이터 산

업생태계의 전략적인 육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나눌 수 있음

(1) 공공데이터 정책

◦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2009년 한 고등학생이 서울·경기지역의 버스정보 데이터를 

이용해 버스 노선과 도착을 알려주는 ‘서울버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서비스 

한 데서 시작된 공공데이터의 이용과 권리, 활용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

‐ 당시 천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시민의 높은 호응이 있었지만, 서

울시와 경기도는 데이터를 사전에 승인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데이터 

사용을 금지하였는데, 시민들의 항의와 비난으로 이용을 다시 허락하였음

◦ 2013년 7월 정부는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과 동시에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3.0’을 발표하였고, 공공데이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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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움

‐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

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정책실행을 도모함

‐ 동시에 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을 시작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공공

데이터 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해 개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음

◦ 2014년 이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

획을 세워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함

‐ 1차(2013~2016) 및 2차(2017~2019)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 1차 기본계획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확충, 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지속적 추진역량 확보 등 4대 중점분야

를 선정하고 과제를 발굴함

‐ 빅데이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제로 고가치·고수요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기술개발, 

공공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석 지원 등이 있음

‐ 국가중점개방 데이터는 국민수요가 높고 개방의 산업 파급효과가 큰 15개 

전략분야가 해당함

 전략분야 : 기상, 교통, 국토, 식품의약, 농업축산, 문화관광, 공공정책, 

조달, 과학기술, 환경, 고용노동, 재해안전, 특허, 해양수산, 보건복지

◦ 2차 기본계획에서는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질 높은 

데이터의 개방과 새로운 데이터 산업생태계 조성, 민관협업 강화 및 효율적인 공공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함

‐ 공공데이터의 목적과 주요 역할이 정부의 투명성에서 창업 및 비즈니스 창

출의 수단 등 경제성으로 변화함에 따라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조성, 민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민관협업 체계 구축, 융합형·지능형 고품질 데이터 

개방 확대 등 민간의 활용성을 높이고 공공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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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기 시작함(기존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은 계승)

‐ 특히, 공공재 성격의 민-관 융합 공공데이터, 사물인터넷 기반의 지능정보데

이터 등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고가치

의 데이터를 발굴하는 과제를 시행함

◦ 2018년 발표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에서는 선별적 개방에서 국가안전보장·개인정

보 포함 데이터를 제외한 완전개방으로 목표를 재정립하였으며, 개인정보 등 법·제

도개선을 새로운 과제로 추가함

‐ 데이터 개방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요구하는 데이터가 개방되

지 않고 품질문제로 인해 활용성이 낮다는 반성에서 비롯됨

‐ 특히, 공공부문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혁신을 촉진하고 공공기관 간 데

이터 공유·연계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을 추진함

(2) 빅데이터 정책

◦ 빅데이터가 직접적으로 담긴 중앙정부의 정책은 2012년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이 최초이며, 당시에는 산업 측면보다는 행정혁신의 수단으로 

주목하였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문제해결이 중점적으로 담긴 활용과제가 

주를 이룸

‐ 활용과제로는 ‘범죄발생 장소·시간 예측을 통한 범죄발생 최소화’ 과제와 같

이 명확한 배경과 목표의식을 가진 16개 단위사업이 제안됨

‐ 기반조성과제로는 빅데이터 공유활용인프라 구축, 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법·제도 정비가 제안됨

◦ 2013년에는 창조경제 및 정부3.0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산업 발전전략에서 빅데이

터가 산업정책의 대상으로 처음 인식되었으며, 행정혁신을 위한 시범적인 단발 사

업에서 벗어나 산업육성 및 활용촉진으로 목표가 구체화됨

‐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범 분석사업을 확대하고, 처음으로 빅데이터 활

용이 적합해 활성화가 필요한 6대 주요 산업을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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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및 2016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롤링플랜인 K-ICT전략이 수립되

었는데, 빅데이터는 10개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되어 ‘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해 

개인정보활용 규제 개선, 민관 중심의 국가데이터허브 구축’이 전략목표로 제시됨

‐ 15년 대비 19년까지 데이터시장의 규모를 4배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며, 선

도 시범사업을 통한 시장확산, 개인정보 활용 규제개선, 양질의 데이터 발

굴·개방, 민간 주도의 데이터 거래 유통시장 창출을 제시

◦ 2017년에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ICT 분야에 한정

되었던 K-ICT전략과 달리 기술·산업·사회까지 망라한 대응계획이 발표되며, 산업

혁신 및 사회문제해결 분야 10가지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음

‐ 스마트의료, 제조업디지털혁신, 스마트이동체 등 미션 지향적인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 기술개발 위주 및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하다 보

니 ‘기술+데이터+인프라+확산+제도개선’ 등 패키지 형태로 제안되었음

‐ 따라서 빅데이터는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고, 모든 프로젝트에 빅데이터의 활

용이 언급되고 있어 단독 정책대상보다는 인프라로 취급

◦ 2018년에는 4차 규제혁신 해커톤과 함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이 발표되었는

데,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동인으로 정의되고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이 혁신성장의 수단임을 언급하며 산업에서 경제로 빅데이터의 범위를 확장함

‐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주요 추진전략으

로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가치사슬 전(全)주기 혁신, 글로

벌 데이터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제시함

‐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과제로는 개인정보의 자기통제와 활용권을 확립한 

MyData 선도입,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촉진을 위한 법개정 추진, 공공·전

(全) 산업의 클라우드 이용 본격 확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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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기본방향
(17년)→(22년)

데이터경제 활성화로
혁신성장과 삶의 질 향상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
글로벌 스탠다드 지향

데이터시장 
6.3조 → 10조

데이터 전문인력
10.7만 명 → 15만 명

기업 빅데이터 이용률
7.5% → 20%

추진전략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변화

데이터가치사슬
전(全)주기 확산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기반 조성

출처 :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관계부처 합동, 2018)

[표 2-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의 주요내용

◦ 특히, 공공데이터 발굴·개방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담

당하는 과기정통부 간의 거버넌스 체계인 ‘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체계’를 구성해 

범국가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었음

‐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산업을 총괄하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그 사이에서 국가적 데이터경제 정책방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구조임

출처 :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관계부처 합동, 2018)

[그림 2-9] 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체계안



34 /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활성화방안

(3) 소결

◦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빅데이터에 주목해 비교적 빠른 시기에 정책이 개발되었으

나, 초창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 혁신에 맞춰져 있어 산업활성화로 연

결되지 못하였음

◦ 공공데이터 정책의 경우 2013년 이후 적극적인 개방이 이뤄졌으나, 민간에서 요구

하는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품질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높은 개방성과에 비해 

활용성이 낮았음

◦ 중앙정부 중심의 탑다운(Top-down)식 데이터 정책 추진으로 민간 및 시민의 참여

가 배제된 가운데 성과에 치중한 면도 있으며, 인공지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 비율은 현저히 낮은 상황

구분 (전체 개수) 한국 (24,588개) 미국 (228,387개) 영국 (43,471개)

인공지능 데이터 68개 (0.3%) 9,447개 (4.1%) 278개 (0.7%)

공간·위치 데이터 8,380개 (34.1%) 149,389개 (65.4%) 24,266개 (55.8%)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18,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표 2-9]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개방 현황 비교

◦ 특히, 공공데이터의 발굴·개방을 주도하는 정책과 산업활성화 정책 간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고 각기 다른 조직에서 정책이 집행되다 보니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점이 낮은 활용성의 주요인으로 판단됨

◦ 또한, 2013년 이후 발표된 K-ICT 전략을 살펴보면 클라우드·사물인터넷 등 개별 

ICT가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빅데이터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보조적 역할에 머

무는 등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음

◦ 초창기에 주로 언급되던 문제(개인정보보호, 양질의 데이터 부족)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 정책이 발표되다 보니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머물 수밖에 없었음

‐ 양질의 데이터 개방 확대, 품질관리 강화, 교육, 빅데이터 분석 시범사업 등 

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이며,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수요를 촉진

하는 정책도 부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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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17년에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시적으로 

나타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부처 간 의견 조율이 가능해졌으며, 

데이터경제가 대두되는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졌음

‐ Mydata의 도입, 클라우드와 연계,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 법률화 등 새로

운 공공빅데이터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데이터의 생성-유통-활용-서비스이용 

의 가치사슬을 바탕으로 단계별 활성화 정책이 제시된 점도 긍정적임

◦ 종합해보면, 중앙정부의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은 ‘과학화 행정 → 산업활성화 → 

데이터경제’로 저변을 넓혔으며, 패러다임은 초창기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한 투

명성에서 최근에는 경제 활성화로 변화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 정책은 양적 개방에서 질적 개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산업정책

과 결부되다 보니 민간·시민의 수요가 높은 공공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개방

과 품질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2) 서울시 빅데이터 정책

◦ 서울시의 빅데이터 정책은 2013~2015년 빅데이터의 저변 확대를 위한 탐색과 조

직개편 시기, 2016~2017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별 사업이 추진된 시기, 

2018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서울시 빅데이터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기로 구분됨

(1) 2013~2015년 빅데이터의 저변 확대를 위한 탐색과 조직개편

◦ 서울시가 처음으로 수립한 빅데이터 활용 정책계획은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기본

계획’으로 3개년에 걸쳐 빅데이터를 통해 시정을 혁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 데이터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빅데이터 정책 아이템을 찾기 위한 탐색적 사

업이 추진되며, 데이터를 통한 서울시의 문제해결 시범과제를 제안함

‐ 주요 추진과제는 시범과제를 통한 실효성 검증, 빅데이터 분석 기반 조성,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전담조직 신설 검토가 있음

◦ 당시 대표적인 시범사업으로는 익히 알려진 올빼미버스가 있는데, 빅데이터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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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시정을 혁신하고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알려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심야시간(00시~05시)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SNS로 제안된 ‘심야버스 운행’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사업임

‐ 서울시에서 발생한 KT 유동인구데이터와 택시 승·하차 데이터를 활용해 통

행량을 분석해 노선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버스 노선을 제안

◦ 빅데이터·공공데이터 개방·모바일 보편화 등 IT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 인프라 

구축 중심의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서비스 중심의 ‘정보 활용’으로 추진방향을 바

꾸고 조직개편과 신규 출연기관 설립이 추진됨(2014 서울특별시 정보화 시행계획)

‐ ‘정보화기획단’이 ‘정보기획단’으로 변경되고, 빅데이터 및 통계 전담 ‘통계데

이터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함

‐ 디지털을 통한 경제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포 외국인학교 부지를 활용

해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조성하고 서울디지털재단의 설립을 추진함

 신성장동력 창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디지털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며, 

경제진흥본부 내 디지털산업과(현재 디지털창업과)도 함께 신설됨

◦ 2015년에는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현이 실행계획의 추

진 과제로 선정되고 분석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공공데이터 발굴 및 품질관리, 

정보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사업이 진행됨

‐ 내부직원용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 내부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확산을 도모함

(2) 2016~2017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개별 사업의 추진

◦ 2016년에는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5개년 기본계획인 ‘서울디지털기본

계획2020’을 수립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데이터기반 사회혁신 기반 조성’

과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고도화’ 등의 전략이 추진됨

‐ 빅데이터 캠퍼스는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시민·대학·중소상공인 등의 정보격

차와 디지털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시 중심의 공공과 민간부문의 빅데이터 자



02 공공빅데이터의 역할 / 37

원을 통합하여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16년 상암캠퍼스가 오픈되었으며, 2020년까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고도화는 정보시스템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해 각종 빅데이터를 발굴·저장·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계획임

◦ 또한 각종 빅데이터 관련 개별사업이 추진되는 시기로, 크게 분석사업과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분석사업은 주로 정책효과 분석과 입지 및 위치 

분석이 주를 이룸

‐ 시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과학화 행정을 목표하는 사업

으로, 매년 ‘데이터기반 과학화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7년까

지 32개 업무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됨

‐ 분석은 교통·관광 분야가 대다수로, 분석목적은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하거

나(축제효과, 차량속도 개선 등) 입지 및 위치의 적정성을 유형화

‐ 시스템 구축은 이용자별(직원, 민간·시민)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활용 구

축이 목표이며, 대표적으로 ‘우리마을상권분석서비스’가 골목상권별 매출·유

동인구·배후지 특성 등 민간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시민 서비스임

 28개 데이터 중 9개 데이터가 민간빅데이터에 해당

전략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예산

(백만 원)

소셜
특별시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기반 조성
(빅데이터 캠퍼스 설치 및 운영)

- 빅데이터 분석환경 조성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캠퍼스’ 설치·운영(온·오프라인)

7,003

열린 시정의 가치 향상을 위한 
민관 오픈데이터 이용 활성화

- 열린데이터광장 고도화
-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6,000

디지
노믹스

서울디지털재단 설립·운영 - 서울시 디지털 정책의 싱크탱크 설립 39,722

글로벌
리더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고도화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 맞춤형 정책서비스 기반 마련

4,829

공간정보 공유·활용 확대
- 공간정보 수집·관리체계 확립 및 정보현황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고도화

5,250

출처 : 서울디지털기본계획2020(서울시, 2015)

[표 2-10] 서울디지털기본계획2020의 빅데이터 관련 주요 전략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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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사례 분석목적 활용데이터

빅데이터 기반 심야버스 노선 
수립을 위한 분석

심야버스 노선의 적정여부 검증
KT 유동인구,

택시iDTG

택시 운행 데이터 분석 서울 택시의 운행 현황 파악
택시iDTG,

기상정보, 표준노드링크

장애인 콜택시 운영 분석
장애인 콜택시 배차운영 체제 및 차고지 
위치조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차량운행정보, 콜내역, 
운영자원정보, 기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사고 분석
다양한 외부요인과 

교통사고 간 원인 규명(상관관계)
교통사고 내역, 교통안전 

시설물, 택시iDTG 등
시각장애인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요일별/시간대별/지역별 이용자 수요 패턴 
및 차량 공급 패턴 분석

콜내역, GPS데이터, 
운전자/차고지 정보 등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록 
정비대상 우선순위 선정 분석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록의 정비를 위한 
우선순위 도출

시각장애인복지요금제
통화데이터, 시각장애인

콜택시운행정보 등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서비스 상권분석 관련 데이터

노인여가복지시설 입지 분석
수요/공급 불균형과 잠재수요를 파악해
자치구별 공급 우선순위와 입지분석

거주인구, 소득/소비, 
시설별 데이터 등

인생이모작센터 입지 분석
도심권 이모작지원센터 예정지에 대한 

입지선정 타당성 분석
거주인구, 유동인구, 소득, 
이용자 현황, 설문조사 등

시정홍보물 위치 분석 시정 홍보 시 맞춤형 정보를 제공
유동인구, 거주인구, 
직장인구, 소득 등

택시승차대 이용현황 분석
승차 건수가 낮은 승차대는 폐지하고, 

승차가 많은 곳 위주로 신설 또는 이동
택시iDTG, 택시승차대 

위치 데이터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노선 분석
무료 셔틀버스 노선 운행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역 정류장을 개선
이용실적데이터, 장애인
S복지데이터, 유동인구 등

마을버스 심야운행 확대를 위한 
분석

관악구의 마을버스 노선별 예상수요량을 
예측하고 배차간격 조성 등 타당성 분석

택시iDTG, 버스정류장, 
마을버스 상세배차표 등

교통안전표지판 확대설치를 
위한 효과분석

표지판 설치로 인한 야간 시인성 향상으로 
차량속도 감소 등 효과를 검증

설치위치도, 택시iDTG, 
표준노드링크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분석을 통한 
예방정책 마련

성북구 주요 교통사고 다발지역 위치 파악 
및 교통사고 특성과 원인 규명

교통사고 내역, 
교통안전시설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차문제 
해소방안 모색

강동구의 불법 주정차 원인을 파악
불법주정차단속정보, 
주차시설 현황 등

신촌 크리스마스 축제 효과 분석
신촌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의 방문객 

특성과 매출액 등 축제효과 분석
유동인구, 카드사 

매출데이터, 택시iDTG
중국인 관광객 소비패턴 분석 서울시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패턴 파악 거래내역

무인민원발급기 입지 분석
무인민원발급기의 실태에 따른 추가설치, 

이동설치, 현황유지 등 정책지원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추정거주인구 등

지역축제 효과 분석 서울시 축제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유동인구, 매출데이터, 

택시iDTG, 민원데이터 등
젠트리피케이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표화
젠트리피케이션 예·경보를 위한 

정량적 지표개발
사업체총조사, 

카드매출데이터 등

출처 :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캠퍼스(https://bigdata.seoul.go.kr), 시간적 순서에 따른 배열임

[표 2-11]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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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주요 내용

빅데이터활용시스템
(2013년~)

- 시 직원의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 빅데이터 공유활용시스템(’13) 및 직원용 분석서비스 제공(’14), 
  활용성 향상을 위한 고도화(’17)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2015년~)

- 상권 관련 카드·통신 등 주요 민간빅데이터를 수집해 자영업자의 
  상권분석을 위한 분석플랫폼 제공

서울열린데이터광장
(2012년~)

- 시민·민간에 공공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과거 서울통계와 통합해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함(’18)

[표 2-12] 서울시 주요 빅데이터 시스템

(3) 2018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서울시 빅데이터 실행계획의 수립

◦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빅데이터의 활용과 기반구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신설(2016년)·개

정(2017년)하고,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2018년부터 수립함

‐ 시행계획에서는 빅데이터(DB), 인프라, 교육, 분석, 서비스 등 다섯 분야에 

대해 담당부서·예산·사업내용·성과 등을 총망라하였음

 서울시 빅데이터 예산은 연간 백억 원 수준(2017년 및 2018년)

‐ 민·관 중심의 ‘서울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빅데이터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맡고 거버넌스 체계의 초석을 마련함

◦ 주요 사업은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 과학행정 정착 및 내재화, 민관 분석과제 발굴, 

빅데이터 교육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담조직은 서울디지털재단을 제외한 서울시 등 4개 기관 35명 내외로, 산

하기관은 팀단위 소규모 인원임

‐ 2018년 주요 신규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➀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데이터 생애주기(수집, 저장, 활용 등)에 따른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데이터 수

집을 위해 모든 시스템 DB에 접근할 수 있으며 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데이

터 운영 주체 간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과 확장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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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의 유통과 조직 간 데이터에 대한 권한체계를 다루고 있어 중장기적 

계획에 해당하며, 데이터 기술과 거버넌스를 결합해 새로운 관리 및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 2018년도에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저장소를 설계하고 2021년까지 저장소를 구축

할 예정이며, 과제의 주요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 데이터 수집을 위한 모든 시스템의 DB 접근 및 수집 권한 확보

‐ 데이터 접근, 수집, 관리의 자동화

‐ 안전지대(Sand Box) 운영을 통한 민감정보 처리 등 안정성 확보

‐ 보유데이터 전면 개방을 위한 주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확장

‐ 데이터 제공으로 가치창출이 가능한 모델 제시

➁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 지원사업

◦ 서울시-서울대학교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설립된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

는 2017년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 개소하였으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선진 미래

도시 기반 구축’이 연구소의 목표임

‐ 일반 시민의 데이터사이언스 활용 능력 증진 및 대중화

‐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기반 창조적 인재 양성

‐ 빅데이터 기반 초학제적 접근을 통해 환경·개발·교통 등 도시 문제 해결

◦ 주요 사업계획은 빅데이터 연구사업과 빅데이터 교육사업으로 나뉘며, 핵심성과는 

도시문제 해결 기술 및 전략 개발과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세미나 개최로, 

2018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빅데이터 기반 도시문제 해결 기술 개발 및 정책 개선방안 도출

 교통환경 및 지역경제 분야 5개 도시문제 해결 연구과제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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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연구사업

교통환경
- 빅데이터 기반 대중교통망 이용자 편의성 제고기술 개발
- 공공자전거 실시간 동적 재배치 최적화 기술 개발
- 교통망 통합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

지역경제
- 편의점 과밀분석을 통한 적정 영업지역 도출
- 농수산물 유통물류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표 2-13] 2018년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의 주요 연구사업

‐ 빅데이터 분석 및 응용서비스 연구개발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무료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딥러닝, 분산데이터 

저장·관리 기능의 시스템 SW, 분석 SW 구축과 효과적인 도시 물리데이

터 수집을 위한 정적·동적 멀티센서 플랫폼 설계 및 제작

‐ 빅데이터 전문교육부터 열린 세미나까지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제공

 일반시민·대학생·직장인·공무원 대상 빅데이터 관련 전문교육 제공과 각

종 세미나 개최(ICT융합 창업, 문화예술, 글로벌석학 강연 등)

(4) 소결

◦ 서울시의 초창기 빅데이터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를 따르면서 선제적으로 공

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었으며,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프로젝트를 추진해 데이터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저변확대에 초점을 두었음

◦ 적은 예산으로 전통적인 정보인프라(네트워크·하드웨어)의 구축 및 유지와 함께 빅

데이터 등 새로운 IT패러다임에 대응하기엔 지방정부의 정보화 조직의 위상이 낮

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그럼에도,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전담조직(서울디지털재단, 통계

데이터담당관 등)을 빠르게 신설하고 물리적 인프라를 갖춰 개인정보 등 제도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제한된 환경에서 시민·민간에게 공공빅데이터 개방과 활용

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견지해옴

◦ 또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소통 채널을 넓히는 등 정책의 제도적 기반과 심의기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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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창구를 넓혀가고 있음

‐ 2018년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은 빅데이터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효시로 볼 수 있음

◦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는 구축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

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형성되지 않

은 상태로, 서울시에서도 데이터 관리체계와 거버넌스를 결합한 시스템으로 변화

를 모색하고 있음(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 일례로, 생성은 각 부처에서 이뤄지고 수집과 저장관리는 통계데이터담당관

에서 담당하지만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는 서울디지털재단에서 맡는 등 데이

터 생애주기 단계별로 조직이 구분되고 데이터를 유통하기 위한 단일 채널

이 없음

‐ 서울시 빅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약 100억 원이지만, 각 조직 간 

데이터를 유통하고 업무를 중개할 구심점이 될 실행조직은 부재

기관명
빅데이터 전담 유무 예산 (단위: 백 만원)

조직 인력(명) 기능 2017 2018

서울시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O 17 O 4,086 2,798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O 1 O 192 458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X 8 X 166 20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X 1 X 1,350 500

서울교통공사 IT전략실 데이터분석TF O 3 O 662 -

서울시설공단 홍보마케팅실 디지털전략팀 O 1 O 20 -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상권분석팀 O 4 O 593 1,019

서울디지털재단 △ · △ · 4,200

그 외 3,032 1351

계 35명 10,101 10,528

출처 : 2018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서울시, 2018년)을 참고하여 일부 수정함(2018년 12월 기준)

[표 2-14] 서울시 빅데이터 추진 조직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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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해외 공공빅데이터 활용사례와 정책

1_세계경제포럼 데이터기반 도시혁신 사례6)

1) 데이터 기반 도시혁신

◦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최근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융합으로 전례 없는 차원

의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되며 도시의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 도시에서 혁신을 이룬 사례를 시민·경제·거버넌

스·기반시설·환경의 5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소개함

‐ 공공기관, 대기업, 스타트업, 개인 등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과 도시의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개발하는 방법을 설

명하였으며, 서울시 및 공공빅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사례를 선정하였음

유형 도시/주체 혁신내용

시민

보스턴
온라인 도시 현황판 시티스코어(CityScore)를 개발, 도시 내 행정 서비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모스크바
도시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고, 
이에 대한 개인 맞춤형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음

경제

두바이
16년 블록체인 전략을 발표하고 17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음

멜버른,
더블린

(멜버른) 토지이용 및 보행자 이동과 관련해 수 년 동안 수집해온 데이터를 
기업과 시민에게 공개
(더블린) 지방자치단체와 아일랜드국립대학교 간 파트너십을 채결해 250개
의 도시 데이터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개발

아마다바드(인도),
인촨(중국)

자동 요금 징수제를 도입하고 통합된 교통요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촨의 경우에는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버스요금을 지불

[표 3-1] 세계경제포럼의 데이터 기반 도시혁신 사례

6) 해당 내용은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Data Driven Cities 20 Stories of Innovation, 2017)를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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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도시/주체 혁신내용

거버
넌스

멜버른, 키토,
보스턴

(멜버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세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시민 패널의 
활용을 2배로 증가
(키토) 더 많은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공유 플랫폼 Mi Ciudad를 
개발
(보스턴) 12~25세 시민들이 일백만 달러의 도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하는 데 참여

아일랜드, 
샌프란시스코, 

피츠버그

도시 내 토지 이용 규제나 지역 발전 계획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일랜
드의 myplan.ie,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 피츠버그의 buildingeye.com 등
이 활용되고 있음

리우데자네이루
도시 내 범죄 데이터를 공개하고 범죄 확률을 예측하는 플랫폼인 크라임레이
더(CrimeRadar)를 개발해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기반
시설

보스턴, 뉴욕,
세부

내비게이션 앱과 교통 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해 도시 내 교통 혼잡에 대한 
정보를 수집

키토, 코펜하겐, 
후쿠오카

(키토) 시민에게 수자원 사용량과 절약법을 알려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코펜하겐) 강우량을 예측해 폐수 방류량을 조정
(후쿠오카) 하수도 시설에서 생성되는 수소 연료 전지로 차량 운행

휴스턴
소방청은 시스코와 파나소닉과 파트너십을 맺고 응급 대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임

루브르 박물관
블루투스 센서를 이용해 방문객들의 이동 동선과 소요 시간 데이터를 만들어 
관광객들의 방문을 늘리는 방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환경

트리피디아
주민들이 나무들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

코펜하겐
자전거가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변동형 표지판과 지능형 가로등을 
활용

1concern, 키토
시민들에게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데이터와 
우수 사례 등을 소개

출처 : Data Driven Cities 20 Stories of Innovation(World Economic Forum, 2017)

2) 시민(People)

(1) 보스턴 – 시티스코어(CityScore)

◦ 활용 데이터 : 버스 도착 시간, 이용 승객, 정비 완료 시점 등

◦ 시정부가 도시 내 긴급 전화 응답, 쓰레기 수거, 도로 정비 등의 행정 서비스 24개 

분야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수화하여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게시

해 시정부의 성과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

‐ 시정부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기능하며, 도시의 문제 영역

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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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에게는 관리자의 책임을 감시할 기회를 제공

◦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와 근로자가 직접 기록하는 데이터를 동시

에 이용하며 오픈소스 버전을 공개해 다른 도시에서도 이용 가능함

‐ 시간에 맞게 도착하는 버스의 비율 등 일부 데이터는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며, 자동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데이터는 도시 근로자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작업 완료 시점을 기록하고 해당 데이터를 집계하여 목표 수치로 

나누어 일별, 주별, 분기별 점수를 생성함

‐ 시티스코어 플랫폼의 오픈소스 버전은 GitHub를 통해 이용할 수 있어 다른 

도시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 세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서비스 개선 잠

재력을 가지고 있음

(2) 모스크바 – 아워시티(Our City)

◦ 활용 데이터 : 요청·불만사항에 대한 시민 제보

◦ 시민들이 쉽게 도시 서비스를 요청하고 불만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포털로,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기반시설 및 

도시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 거리 청소, 쓰레기 수거, 도로 정비 등 도시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이에 대한 

불만사항을 온라인 포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한 설명과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 가능함

‐ 시민이 제보한 내용은 시 당국이나 하청업체에 자동으로 할당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결과 사진과 개인별 맞춤형 답변을 

제공해야 함

‐ 포털을 통해 수집된 제보는 기반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여 도시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도시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함



03 해외 공공빅데이터 활용사례와 정책 / 47

3) 경제(Economy)

(1) 두바이 – 블록체인을 통한 도시 서비스 개선

◦ 활용 기술 : 블록체인 기술

◦ 2016년 도시 전역의 블록체인 전략을 발표하고 2017년부터 정부 서비스에서 블록

체인 기술을 구현하여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임

‐ 특히 블록체인 업계의 신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을 

목표로 함 

◦ 도시의 다양한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술에 통합하고 민간 부문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 중으로, 여러 분야의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비자발급, 청구서, 라이센스 갱신, 건강 기록, 재산 거래 등에 블록체인 기

술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까지 블록체인 기술로 통합할 예정임

‐ 관련 대회 및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민간 부문 전문가 약 50명으로 구성

된 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을 유도함

‐ 두바이 정부는 블록체인을 통해 도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

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멜버른·더블린 –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 데이터 : 토지 이용, 보행자 이동,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공공데이터

◦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기업이나 시민에게 개방해 도시의 혁신과 협업을 유도함

‐ 멜버른은 과세를 위한 자산재평가 등 토지 이용과 보행자 이동에 관하여 

수년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함

‐ 더블린은 아일랜드 국립대학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오락·편의시설 등 250개의 도시 데이터를 제공하는 웹사이트(Dublinked)를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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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도시 서비스 개선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을 기대함

‐ 개방한 데이터 외에도 공공 및 민간 회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해당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음

‐ 많은 도시가 이러한 개방형 데이터 문화를 따라 하면 시민과 신생 기업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

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됨

(3) 아마다바드(인도)·인촨(중국) – 카드·안면인식을 이용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활용 데이터 : 개인 신상정보, 은행 데이터 등

◦ 자동 요금 징수제, 통합 교통 요금 시스템, 안면인식기술 등을 이용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도시의 서로 다른 대중교통망을 통합하여 승객의 통행을 

편리하게 함

‐ 아마다바드에서는 자동 요금 징수제와 통합 교통 요금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유택시 및 자동경삼륜차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요금 징수를 꾀함

‐ 인촨에서는 시내버스에 안면인식기술을 도입하여 결제를 자동화함

‐ 특히 비공식 대중교통수단도 통합하여 “최종 목적지(last mile)”까지의 연결

성도 향상시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함

◦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운영 효율성 및 자산 활용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도시가 새

로운 교통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통 시스템을 극대화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아마다바드는 현금 없는 거래와 대중교통수단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

게 하는 스마트카드를 활용하여 자동 요금 징수제를 운영함

‐ 인촨의 안면인식기술은 승객의 얼굴을 은행 계좌에 연결하고 요금을 해당 

계좌에서 직접 지불하도록 하여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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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버넌스(Governance)

(1) 멜버른·키토·보스턴 – 시민의 예산 의사결정 참여

◦ 활용 데이터 : 예산의 이용·배분 등에 관한 공공데이터

◦ 시민들에게 공공데이터를 공개하고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예

산 의사결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선구적인 방법을 도입함

‐ 멜버른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세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 패널을 2배로 늘리고 예산 관련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함

‐ 키토는 도시 서비스, 기반시설,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

랫폼(Mi Ciudad)을 개발하여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

‐ 보스턴은 청년 2,000명 이상이 도시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하는 시

민 참여 예산 프로그램(Youth Lead the Change)을 운영해 구체적인 제안

으로 발전가능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제출하도록 권유함

◦ 참여형 예산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함

‐ 제한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사회가 도시 

운영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여 의미 있는 결정을 유도함

(2) 아일랜드·샌프란시스코·피츠버그 – 도시계획 정보에 대한 쉬운 접근

◦ 활용 데이터 : 토지 이용 규제, 지역 발전 계획, 관련 지도, 인구 센서스 등

◦ 도시 내 토지 이용 규제나 지역 발전 계획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 지도에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고 계획과 관련된 도면 및 문서를 

제공함

‐ 공간정보플랫폼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도시의 용도지역, 지역개발계획, 유

적지, 범람 위험지역, 건축 허가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 거리지도, 항공사진, 역사지도, 건축유산, 특별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범람 

위험지역, 인구 센서스, 교육 서비스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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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에서 아이콘을 클릭하여 계획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 도면 및 문서를 열

람할 수 있음

◦ 계획의 효율성이 근본적으로 향상되어 적은 자원으로 계획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

으며, 부동산 개발업자, 건축가, 측량사, 변호사, 계획가 등 관련 조직 및 개인들이 

여러 출처의 정보를 통합하지 않아도 되므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

‐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도시계획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관련 문의전화가 감소함

(3) 리우데자네이루 – 크라임레이더(CrimeRadar)

◦ 활용 데이터 : 범죄 데이터

◦ 과거 범죄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죄를 기계학습을 통해 예측하는 세계 최초의 공공 

범죄 예측 플랫폼을 개발하고 장소별 시간당 범죄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범죄 예측 어플리케이션으로, 범죄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죄의 공간적·시간적 위험과 인구·통계학적 위험을 예측함

‐ 지리학, 행동경제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추출한 데이터 추세를 이용한 기

계학습을 통하여 범죄 예측 모델을 개발함

‐ 2010년~2017년에 발생한 1,400만 건의 범죄 사건을 평가하여 리우데자네이

루 250m²당 6시간 단위로 범죄위험 점수를 산출함

◦ 경찰 등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되던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일상생

활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줌 

5) 기반시설(Infrastructure)

(1) 보스턴·뉴욕·세부 – 교통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혼잡 완화

◦ 활용 데이터 : 교통 정보 데이터

◦ 도시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신호의 타

이밍이나 대중교통시설·도로 등의 기반시설, 긴급상황에서의 교통 관리와 같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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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신속하게 해결함

‐ 보스턴 시정부는 내비게이션 앱(Waze)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 주차, 도

로 문제 등을 파악하고 건설계획, 퍼레이드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내비게이

션 앱의 서비스를 향상시킴

‐ 택시 운전자의 GPS 데이터를 참고하여 첨두시간의 교통신호를 최적화함

‐ 이를 통해 통행 시간 및 비용을 감소시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개인이 낭

비하는 시간을 줄여 도시의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2) 키토·코펜하겐·후쿠오카 – 도시의 하수·폐수 처리 방법 

◦ 활용 데이터 : 개인별 수자원 사용량, 기상 데이터 등

◦ 키토는 시민들에게 수자원의 사용량과 절약법을 알리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

‐ 앱을 통해 사용자의 수자원 사용량과 평균 목표를 비교하고 수자원 사용량

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

◦ 코펜하겐은 강우량을 예측하여 폐수 방류량을 조정함

‐ 덴마크 기상청(Danish Metrological Office)에서 오랜 기간 수집해온 데이

터와 지역 기상 레이더로 수집한 실시간 데이터를 함께 이용하여 강우량을 

예측함

◦ 후쿠오카는 하수를 이용해 생성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있

도록 함

‐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고 도시의 

수소충전소를 통해 수소연료차량에 공급함

◦ 도시의 하수·폐수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이를 활용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함

‐ 시민들에게 수자원을 절약하는 지속가능한 습관을 학습시키거나 하수 및 폐

수 처리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의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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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스턴 – ETHAN(Emergency TeleHealth and Navigation)

◦ 활용 데이터 : 응급 호출, 지역 건강 정보 등

◦ 응급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 대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연간 약 

1백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함

‐ 휴스턴 소방서는 시스코(Cisco)·파나소닉(Panasonic)과 협업하여 원격 의료 

시스템인 ETHAN을 개발해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감소시켜 응급 서비스

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 응급호출 대응자가 응급 상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응급 상황이 아닌 문제

에 대해 대체 서비스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911, 텍사스 보건과학센터, 간호사, 1차 진료 기관, 택시 회사 등을 연계하

여 각 응급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 건강 정보를 통해 환자의 건강 기록을 확보하고, 영상 의료 상담을 통

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조치 과정을 결정함 

(4) 루브르 박물관 – 블루투스 센서를 이용한 행동 데이터 분석

◦ 활용 데이터 : 방문객들의 행동 데이터(이동 동선, 소요 시간 등)

◦ 블루투스 센서를 통해 박물관 방문객들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

여 방문객의 행동 분석데이터를 통해 재방문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개발 중임

‐ 박물관 내 주요 장소에 배치된 7개의 센서는 24일 동안 박물관 방문객들이 

소지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 등을 구분하여 각각 암호화하고 해당 장치의 

움직임을 추적함

‐ 익명의 사람들의 장기적인 행동 데이터를 확보하여 방문객들의 이동 동선과 

특정 장소에 머무는 시간 등을 분석함

‐ 해당 종류의 데이터는 군중 밀도, 지역 혼잡도 등을 예측하여 관광 명소가 

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응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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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

(1) 트리피디아 – 전 세계 도시의 나무 정보 공유

◦ 활용 데이터 : 구글 이미지, 시민들의 제보

◦ MIT 감응화도시연구소는 시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나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Treepedia)을 개발하고 공유해 전 세계 도시민들이 더 많

은 나무를 심도록 유도

‐ 전 세계의 시민들이 각자가 거주하는 도시의 나무 위치와 크기에 대한 정보

를 입력하고 이를 공유하는 플랫폼임

‐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도시의 녹색 풍경을 알려 녹지의 중요성 및 기후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지의 역할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

◦ 구글 스트리트뷰(Google Street View)를 이용하여 도시의 수목 분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덱스(Green View Index)를 생성하고 시민 참여 기능을 도입함

‐ 파노라마 기능을 통해 인덱스를 생성하여 도시 거주자가 도시의 수목 분포

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시민들이 나무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더해 시민 

참여를 유도함

(2) 코펜하겐 – 변동형 표지판과 지능형 가로망

◦ 활용 데이터 : 자전거 이용자의 인터뷰 및 행동 데이터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변동형 표지판과 지능형 가로등을 이용하여 자전거 

이용 환경 및 안전성을 개선시켜 자전거의 이용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전력

을 활용해 환경오염 및 에너지 문제에 대응

‐ 변동형 표지판과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경로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함

‐ 자전거 이용자가 접근할 때만 밝게 빛나는 지능형 가로등을 도입하여 야간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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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통해 이용자들의 성

향에 따라 선호하는 경로 등을 파악하여 개발에 활용함

‐ 지능형 가로등은 혼잡한 교차로에서 테스트를 거쳤으며, 자전거 이용자가 

각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매우 밝은 빛을 이용함

(3) 1concern·키토 – 자연재해에 대한 도시의 회복탄력성 확보

◦ 활용 데이터 : 재해 데이터, 인구 및 지리학적 데이터 등

◦ 데이터를 통해 도시에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핵심사업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경보를 울리고 특정 부분을 강조한 지도를 

표시하는 ‘지진 걱정(seismic concern)’임

‐ 1concern은 재해에 대한 상황 인식을 제공하고 현실적인 위험 시나리오를 

강조하며, 인간의 경험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최첨

단 기술의 플랫폼임

‐ 구조적 손상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색칠하거나 노인 인구나 어린이의 비율

이 높은 지역을 강조하는 지도를 제공함

‐ 자연재해가 평일에 발생할 경우 학교나 사무실 등을 최우선으로 표시하고, 

주말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곳을 우선적으로 표시함

‐ 인공지능, 확률론적 모형, 지진 연구 등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교육 

모듈을 제공함

◦ 지리적 위치 때문에 화산, 지진,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한 키토는 다른 

지방정부 및 NGO가 실시간으로 협업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제공함

2_해외 주요도시 빅데이터 정책

◦ 해외 주요도시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임.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사례부터 거버넌스·산업활성화·제도개선 등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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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해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을 살펴볼 것임

‐ 사례도시로는 시카고, 뉴욕, 베이징, 바르셀로나, 싱가포르 등 빅데이터 및 스

마트시티와 관련한 주요 도시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 3-2]와 같음

도시 구분 주요내용

시카고

공공데이터 최첨단 공공데이터 수집 및 분석 포털 구축(Plenar.io)
전략계획 기술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Chicago Technology Plan)
거버넌스 시정부, 연구교육기관, 관련 커뮤니티, 자선재단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 데이터 수집(AoT 프로젝트)

뉴욕
공공데이터

민원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 및 관리(NYC311), 공공데이터 개방 법률
(Open Data Law) 제정 및 포털 구축(NYC Open Data)

전략계획 정보·통신기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계획(DoITT Strategic Plan)
거버넌스 시정부, 연구교육기관, 관련 커뮤니티, 스타트업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베이징

공공데이터 베이징 데이터 자원 네트워크
전략계획 베이징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행동계획
산업진흥 중관춘(中關村) 혁신클러스터 조성

거버넌스
정부기관 간의 행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빅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촉진,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

바르셀로나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구축(Open Data BCN)
사물인터넷 Sentilo & CityOS: 개방형 IoT 센서 플랫폼 및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Smart Streetlight·Smart Parking: IoT 센서를 활용한 도시조명 및 주차서
비스의 효율성 향상

거버넌스 온라인 플랫폼(DECODE) 및 관련 교육 확대를 통해 시민참여 유도

싱가포르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구축(data.gov.sg)

전략계획 정보통신 기술 로드맵(Infocomm Technology Roadmap)

거버넌스
데이터 수집·분석 기술 개발 연구기관 설립 및 해외 빅데이터 관련 기업 
연구센터와 네트워크 구축(LARC, Living Analytics Research Centre)

스마트시티 국가 전체를 3D로 구현한 가상플랫폼 및 국가위험관리시스템 구축

[표 3-2] 해외 주요도시 빅데이터 정책사례

1) 시카고

◦ 시카고는 공공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도시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수집하는 등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서 선도적인 도시임 

‐ 모든 공공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포털 구축

(Plenar.io),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AoT), 첨단기술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유도를 위한 종합기술계획(Chicago 

Technology Plan) 등의 정책이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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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함

(1) Plenar.io : 최첨단 공공데이터 수집 및 분석 포털 구축

◦ 도시의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공공데이터 수집·분석 

포털을 구축함

‐ 시카고는 시정부의 주도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

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Plenar.io 개발 이전에도 City of Chicago

라는 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왔음

‐ 그러나 City of Chicago의 경우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만 검색·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도시의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이에 시카고 시정부는 2013년 도시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검

색·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공공데이터 수집·분석 포털(Plenar.io)을 구축함

◦ Plenar.io의 주요 목표는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의 지도에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임

‐ 여러 개의 데이터 포털에서 공개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모든 사용자들이 필요한 데이터에 한 번에 접근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

‐ 데이터에 공간적·시간적 속성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속성을 가진 

데이터와 함께 지도 및 타임라인에 병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는 

GIS나 시계열 그래프 등으로 표현됨

◦ 시카고 이외의 시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데이터도 수집되고 있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됨

‐ 미국 전역의 공공데이터를 하나의 포털에 통합하여 도시 문제에 대한 종합

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함

‐ 수집된 데이터는 무상으로 공개되며, 플랫폼 역시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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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이용이 가능함

(2) AoT(Array of Things)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 데이터 수집

◦ 시카고는 AoT 프로젝트를 통해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분석해 도시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 

‐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

를 새로운 공공데이터로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음

‐ 미국 국립과학재단(NFS)의 지원을 받아 시카고 대학의 주도로 민간기업, 연

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를 개발하고 

설치 중임

◦ AoT의 핵심은 도시 전역에 모듈화된 센서박스(modular sensor box)를 설치하고 

해당 센서박스가 노드(node)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 내 빅데이터를 수집하

는 것임

‐ 도시 전역에 설치된 각 노드는 온도, 기압, 오염물질 배출량, 소음, 통행량 

등 주변의 환경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빅데이터를 생성하며, 생성된 데이터

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도시문제의 예측과 해결을 위한 분석에 이용됨

‐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차로 대학교 및 국립연구소에 센서박스를 설치하

였고, 2016년부터 2차로 신호등, 외부 건물 벽 등에 노드를 설치하고 있음. 

2018년까지 시카고 내 500개의 장소에 센서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임

◦ 센서박스를 모두 설치한 이후에는 매년 평가 및 검토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포털에 

공개할 예정임

‐ 센서박스를 통해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서박스의 설계도면 역시 공개할 예정임

‐ 수집된 데이터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데이터는 별도의 검토위원

회를 통해 사생활 침해 여부를 심사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도 개

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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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rray of Things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s://arrayofthings.github.io/)

[그림 3-1] AoT 센서의 구성

(3) Chicago Technology Plan : 시카고 종합기술계획

◦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을 위한 혁신을 지원하여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기술계획을 수립함

‐ 람 엠마누엘(Rahm Emanuel) 시장은 2013년 첨단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

스를 향상시키고 시민주도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시카고 종

합기술계획(The City of Chicago Technology Plan)을 수립함

◦ 종합기술계획은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

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종합기술계획은 ➀ 차세대 IT 기반시설 구축, ➁ 스마트한 지역 커뮤니티 

육성이라는 2가지 기초전략과 ➂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열린 정부 구축, ➃ 
시민 주도의 기술혁신 도모, ➄ 기술 분야의 성장 유도라는 총 5가지 전략 

아래에 28가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함

‐ 특히 도시 전역에 광대역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모든 

시민과 기업가들이 첨단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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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역 커뮤니티 및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가의 성장

을 지원하여 시민 주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

출을 유도하고자 함

도시가 ~했을 때 → ~로부터 시카고가 얻는 이익

정부의 행정과 서비스 혁신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를 이용

→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운영과 서비스 

및 정보 제공

시민의 혁신을 촉진 →
도시정부와 독립적이면서도 협력적인 관계로 
시민사회가 도시문제를 찾아내고 풀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힘

스마트한 커뮤니티로 만들기 위해 기술과 
관련 있는 시민과 기업을 참여시키고 교육

→
디지털 경제에 완전히 참여시켜 가능해진 

삶의 질, 고용 기회, 사업의 성장

세계적 수준의 광대역 및 Wi-Fi를 소외된 
계층을 포함해 비즈니스 및 주거 공동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적 투자, 교육, 참여를 장려하는
디지털역량을 가진 시민의 양성

웹/모바일, 생명과학, 환경기술을 비롯한 
기술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

→
도시의 STEM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

주 :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의미

출처 : Chicago Technology Plan 홈페이지(https://techplan.cityofchicago.org/executive-summary/) 

[표 3-3] 시카고 종합기술계획의 기대효과

(4)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시카고는 시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단체 및 기관의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여 데

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시카고시정부를 비롯하여 연구·교육기관, 관련 커뮤니티, 자선재단 등의 거버넌

스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차원의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을 유도함 

◦ 대학에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혁신 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함

‐ 2012년 시카고 대학교에 설립된 데이터 기반의 도시혁신 연구센터인 UrbanCCD

(Urban Center for Computation and Data)는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수

집하고 분석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 UrbanCCD는 도시 혁신을 위하여 공공, 연구자, 민간기업, 시민 등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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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는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AoT 프로젝트를 주도함

‐ 시카고 공립고등학교(Land Tech High School)의 Lane of Things 프로젝

트는 고등학생들이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등에 관한 원리 및 

기술을 배우도록 하여 디지털 교육의 저변을 넓히고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논의하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도시 차원의 혁신이 촉진

되고 시민들의 편의가 증대됨

‐ 시민단체인 Smart Chicago Collaborative는 교육, 건강, 환경 등의 분야 

의제를 주도하며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인 Chick Hack Night는 매주 연구자, 공

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 

도시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주최하고 있음

‐ 비영리단체인 Open City는 시카고 시정부가 개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

중교통, 지역경제지표, 버려진 건물, 지역의 범죄 추세 등과 관련된 여러 앱

과 플랫폼을 만들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함

◦ 자선재단들은 시카고의 빅데이터 활용 프로젝트와 관련 비영리단체에 자금을 지원함

‐ Motorola Solutions Foundation은 시민주도의 기술혁신과 시카고 공립고

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있음

‐ MacArthur Foundation은 Smart Chicago Collaborative의 다양한 프로

그램을 기획하고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2) 뉴욕

◦ 뉴욕은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도시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시 데이터 수집, 데

이터 개방 법률 제정 및 포털 구축, 정보·통신 전략계획 수립,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도시의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을 통한 데이터 수집, 민간 기업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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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공데이터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데이터 개방 법률(Open Data Law) 

제정 및 포털 구축, 도시에 원활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

계획(Strategic Plan) 등의 정책이 대표적임 

(1) NYC311 : 민원 데이터의 통합 관리

◦ 도시의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콜센터를 운영하여 도시 데이터를 수집함

‐ 이전까지 40여 개의 기관에서 각각 처리되던 도시의 비응급 민원을 2003년

부터 통합 처리·관리하는 콜센터인 NYC311 서비스를 제공함

‐ NYC311은 도시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각각 적절한 부처에 전달하여 각 

부서에서 민원에 원활하게 대응하도록 함

◦ 초기에는 전화 서비스로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문자 메시지, 웹 사이트,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 SNS 등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확대함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도시민들이 사진 등을 첨부하여 민원을 간단하

게 제기하고 접수된 민원이 자동적으로 데이터화되어 관련 부처로 전달됨

◦ 도시의 민원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데이터화함으로써 날짜 및 시간대별 민원 발생 

빈도 및 민원의 유형 등을 분석할 수 있음

‐ 민원 수집을 통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대학 등의 연구기관이나 민간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유도함

(2) NYC Open Data :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및 법률

◦ 데이터 개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공공데이터를 단일 웹 포털에 게시함

‐ 특히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전임시장은 2012년 데이터 개

방 법률(Open Data Law, 정식 명칭은 Local Law 11)에 서명하여 2018년

까지 모든 공공데이터를 웹 포털(NYC Open Data)에 공개하도록 함

‐ 2013년에는 MODA(Mayor’s Office of Data Analytics)를 설립하고, 

MODA와 뉴욕의 정보·통신 기술을 담당하는 부서인 DoITT(Depar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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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로 구성된 오픈데이터 

팀을 만들어 해당 법률을 정비하고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원활한 공유를 촉

진하고 있음

◦ 데이터 개방 법률의 주요 목적은 정부 각 부처 간 정보처리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

고, 민간 기업 및 개인의 공공데이터 접근성 제고로 도시 혁신을 촉진하는 것임

‐ 공공데이터를 원자료 또는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게시하고 데이터 공개와 

관련된 지침을 정의한 기술 표준 매뉴얼(TSM: Technical Standards 

Manual)을 만들어 각 부처별로 관련 데이터를 지침에 따라 공개하도록 권

장함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률이 여러 번 개정되면서 데이터 사전(data 

dictionary) 및 데이터 보존에 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각 부처

별로 데이터 공개 요청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데이터를 적절하게 업데이

트하도록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쉽게 획득할 수 있

도록 기반을 마련함

◦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NYC Open Data)은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함

‐ 정부 부처별, 카테고리별, 키워드별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

하여 이용자의 검색 편의를 제고함 

‐ 클라우드 매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Carto)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시

각화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메타 정보를 열람하고 다양한 통계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포맷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음

(3) DoITT Strategic Plan : 정보·통신기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계획 

◦ 뉴욕의 정보·통신 기술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정부

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함

‐ DoITT는 뉴욕을 기술 혁신의 선두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향상시키고 관련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계획(DoITT Strate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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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을 수립함

‐ 도시민에게 최고의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직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함

◦ 전략계획은 뉴욕의 정보·통신기술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도시의 IT 기반시설을 강

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데이터 접근성 확보를 목표로 함

‐ 전략계획의 주요 목표는 ➀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의 향상, ➁ 관련 기관 간 

협력 확대, ➂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➃ IT 기반 조성, ➄ 도시 차원의 

기술행정 최적화, ➅ 모든 시민들의 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의 6가지임

‐ 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 발전에 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

을 구현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정부의 도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응성·접근성·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또한 취약한 지역의 IT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든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각 목표별로 세부 목표 및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를 설정하고 각 분기별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계획의 현황을 공개함

(4)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뉴욕은 시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단체 및 기관의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여 데이

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뉴욕시정부를 비롯하여 연구·교육기관, 관련 커뮤니티, 스타트업 등의 거버넌

스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차원의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을 유도함 

◦ 대학에 연구·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을 유도함

‐ 2010년 뉴욕 대학교에 설립된 데이터 기반의 도시혁신 연구센터인 

CUSP(Center for Urban Science and Progress)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실증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인재를 배출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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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P는 기상데이터, 건축 데이터, 장소 데이터, 교통 데이터, 인구통계 데

이터, 경제데이터, 오염 데이터 등 도시의 방대한 데이터와 도시의 여러 활

동에 접근하는 센서기술을 바탕으로 시정부 및 다수의 공공기관과 함께 다

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Microsoft, Xerox 등의 기업들로부터 데이터 

및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

‐ CUSP와 뉴욕 경제개발국이 5개 자치구에 공동으로 설치한 지역 혁신 연구

소(Neighborhood Lab Initiative)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도시 전역

에 무료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등 도시에 새로운 스마트 시티 기

술을 적용하고 있음

‐ 2012년 뉴욕 대학교에 설립된 연구기관인 Governance Lap at NYC는 도

시의 데이터 및 기술, 크라우드소싱을 이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

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운영하고 시정부의 혁신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촉진함

◦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서로 다른 단체를 연결하는 데이터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시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을 도시혁신으로 연결시킴

‐ 시민단체인 Beta NYC는 데이터와 시민기술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삶을 개선

하고 공공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 Beta NYC는 시정부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 법률을 비롯하여 다수의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며, 뉴욕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도시 혁신으로 연결시킴

‐ 비영리단체인 Data & Society는 관련 정책 입안자, 연구원, 활동가, 기업

가, 지식인 등이 의견을 나누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도시문제에 연결

시키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Civic Hall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도시의 

기반시설, 교육, 건강 등의 문제에 데이터 및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을 연구하고 있음

◦ 시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관련 기관들의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데이터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관련 스타트업 역시 증가하며 새로운 혁신이 촉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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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화 등의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는 Carto,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을 제공하는 ARGO, 개

방된 공공데이터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Engima 등의 스

타트업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음

3) 베이징

◦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을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빅데

이터 및 첨단 기술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논의 중

‐ 기술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의 제조업을 창출하는 ‘중국제조2025(中国制造

2025)’, 인터넷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인

터넷 플러스(互联网+)’ 등의 정책에 주력하고 있음

◦ 특히 베이징은 다수의 관련 기업 및 인재, 첨단 기술, 자본 등의 지역적 우위를 바

탕으로 빅데이터 개방 포털 구축, 관련 계획 수립, 혁신 클러스터 조성, 민간기업과

의 활발한 협력 유도 등의 정책을 펼치며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을 선도하고 있음

‐ 정부기관 간 행정 네트워크 및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北京市政务数
据资源网),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北京市大数据和云计算发展行动计划), 4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中關村) 조성, 관련 민간기업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한 도시문

제 해결 등의 정책이 대표적임

(1) 베이징 데이터 자원 네트워크(北京市政务数据资源网) :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구축  

◦ 베이징은 2005년부터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데

이터 공유를 위한 기반을 구축함

‐ 베이징은 중국의 주요 IT 관련 기업, 다국적 기업의 지사, 중앙정부 기관, 

데이터센터 등이 집중적으로 입지해 있어 공공 및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 자

원이 가장 방대한 지역임

‐ 이러한 입지 우위를 바탕으로 베이징시정부는 2005년부터 공공데이터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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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반을 구축하고 규범을 제정하는 등 중국 중앙

정부보다 앞서서 빅데이터의 공유 및 개방을 선도적으로 추진함 

◦ 베이징의 정부기관 간 행정 네트워크 및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

여 시정부의 데이터를 시민과 민간 기업에게 개방하고 빅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방안을 마련 중임

‐ 2011년부터 정부기관 간의 행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며, 2012년에는 각 정부기관 

및 부서의 공공데이터를 시민과 민간 기업에게 개방하는 포털(北京市政务数
据资源网)을 구축함

‐ 베이징시정부는 해당 포털을 통해 2020년까지 공공데이터 개방률을 60%까

지 확대할 예정이며, 민간 기업에게도 데이터 개방을 유도하여 공공과 민간

의 데이터를 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임

‐ 또한 향후 도시 관리 및 공공서비스 제공, 거버넌스 구축, 도시 경제성 향

상 등의 분야에 빅데이터를 응용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

안을 연구 중임

(2) 北京市大数据和云计算发展行动计划 : 베이징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행동계획

◦ 공공데이터 개방, 빅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 및 응용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행동계획(北京市大数据和云计算发展行动计
划(2016-2020年))을 수립함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빅데이

터와 관련된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응용하

는 계획을 제시함

‐ 빅데이터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광범위한 분야의 빅데이터 응용을 활성

화하여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자 함

◦ 특히 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5G 네트워크를 상용화하고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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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도시 관리, 공공 서비스, 산업 발전 등 각 영역에 빅데이터를 응용할 방침을 

수립함 

‐ 2020년까지 4G 네트워크를 실현하고 2019년에 건설될 베이징 세계 정원 박

람회 단지와 베이징 신공항, 2022년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에서 5G 네트워

크를 상용화하는 것을 계획의 주요 목표로 설정함

‐ 이 밖에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신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는 계획을 

포함함

‐ 또한 교통, 공공안전, 환경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

를 응용하고 정부 거버넌스 구축이나 공공서비스, 산업 발전 등 사회 전반

에 빅데이터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임

응용범위 세부 영역

정부 거버넌스
- 정부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 시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

도시 관리
- 교통,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 마련
- 도시 및 농촌 계획 수립과 국토자원 관리
- 재해 등 공공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강화

공공서비스
- 주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 맞춤형 의료·교육 서비스 제공
- 관광·문화 서비스 및 사회보장 서비스 개선

산업
- 첨단 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조업·농업·서비스업의 발전
-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성장 유도

징진지 협동발전
- 베이징, 톈진, 허베이 세 지역 간의 네트워크 기반시설 구축
- 징진지 빅데이터 종합 시험구 건설 

기타

- 보안 시스템의 강화
- 정책 지원 확대
-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 확대
- 제도적 기준 구축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北京市人民政府(2016)

[표 3-4] ‘베이징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행동계획’의 빅데이터 응용계획

◦ 이와 함께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네트워크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세 지역 간의 

원활한 데이터 공유 및 협동발전을 추진함

‐ 베이징, 톈진, 허베이 세 지역 간의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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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련 산업을 활발하게 교류·연계하며 협동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

하여 ‘징진지 빅데이터 종합 시험구 건설방안(京津冀大数据综合试验区建设
方案)’을 발표함 

‐ 세 지역에 7개의 빅데이터 시험구를 조성하여 빅데이터 관련 응용·시범 사업

을 추진하고, 핵심 시험구는 빅데이터 관련 기술 및 자본의 지역적 우위를 

고려하여 베이징에 조성해서 핵심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함

(3) 중관춘(中關村) : 혁신 클러스터 조성

◦ 중국 중앙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산업 생태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

창업 만민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 :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창업을 하고 창조와 

혁신에 임함)을 목표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인 중창공간(衆創空間)을 조성함 

‐ 중창공간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소규모 혁신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혁신 클러

스터로, 단순한 창업 공간을 넘어서 소규모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임

‐ 소규모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팅 및 초기 투자에서부터 시장화, 전문화 과정

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4차 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을 유도함

◦ 특히 베이징의 중관춘(中關村)은 우수한 기업과 인재가 집적되면서 세계적인 혁신 

스타트업의 메카이자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부상함

‐ 베이징시정부가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중관춘 내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현재 중관춘에는 바이두를 비롯해 300개 이

상의 혁신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음

‐ 특히 중관춘에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인 유

니콘 기업(Unicorn)이 29개 입지해 있어(2018년 5월 기준),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니콘 기업이 많은 혁신 스타트업의 메카

로 부상함

‐ 또한 베이징대, 칭화대 등 40여 개 대학 출신의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면서 

다국적 기업들도 베이징의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중관춘으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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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추세임 

◦ 베이징시정부는 중관춘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비롯해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

로 육성하는 융합발전을 추진 중임

‐ 베이징시정부는 2016년 베이징 하이뎬구, 베이징 경제정보화위원회, 중관춘 

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중관춘 빅데이터산업원(中关村大数据产业园)’을 설

립함 

‐ 이를 통해 빅데이터 산업 및 사물 인터넷 산업,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산업 간의 융합발전을 촉진함

(4)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 베이징에는 IT 관련 기업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한 통신·금융 관련 기업이 

다수 입지해 있으며, 이들 기업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산업의 응용영역이 발전 중임

‐ ‘중국의 구글(Google)’이라 불리는 바이두를 비롯해 중국의 3대 통신사인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 

IT 제조기업인 샤오미(小米),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응용을 선도하는 중신은

행(中信银行) 등 중국 내 빅데이터 관련 기업의 약 60%가 베이징에 위치함

‐ 이들 기업의 2/3 이상은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관련 기업으로, 중국 내 

빅데이터 응용영역의 발전을 주도함

◦ 베이징시정부는 빅데이터 관련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통, 환경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 중임 

‐ 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공유서비스 기업인 디디추싱(滴滴出行)과 

협력하여 교통 관련 부서에서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디 교통정보 플랫폼(滴滴交通信息平台)’을 구축함

‐ 디디추싱은 교통상황을 데이터화하고 과거 교통상황 데이터를 대조하여 교

통체증 정도를 예측하는 등 베이징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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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데이터화할 수 있는 ‘디디 교통정보 플랫

폼(滴滴交通信息平台)’을 구축하고 교통 관련 부서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함

‐ IBM 중국연구소와 협력하여 2014년부터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을 기반으로 10년간 베이징의 대기오염, 재생에너지 등의 환경 문제와 관련

된 연구를 진행하는 ‘Green Horizon’ 프로젝트를 진행함

‐ 현재 ‘Green Horizon’ 프로젝트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기오염원을 분

석하고 72시간 전에 대기오염을 예측하는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베이

징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4) 바르셀로나

◦ 바르셀로나는 빅데이터 및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 있는 모범

사례 중 하나로 꼽히며, 특히 시민과 함께 도시 혁신을 이루고자 함

‐ 바르셀로나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도시 전체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환경, 

교통, 에너지, ICT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특히 도시 전역에 IoT 센서를 배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개방형 IoT 플랫폼 

생태계(Sentilo)를 구축하여 도시 조명 및 주차 등의 도시 서비스를 향상시

키고 공공데이터 개방(Open Data BCN) 및 시민참여 플랫폼(DECODE)을 

구축하여 빅데이터의 활용·관리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1) Open Data BCN :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구축

◦ 바르셀로나는 ‘공개정부’를 목표로 빅데이터 활용에서의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

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Open Data BCN)을 구축함

‐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Open Data BCN)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시정

부 운영의 투명성 및 시민 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로 구축됨



03 해외 공공빅데이터 활용사례와 정책 / 71

◦ Open Data BCN은 시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표준 형식으로 변환해서 게시

하여 시민들이 데이터를 쉽게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 세계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다국어 기능을 추가함

‐ 오픈포맷 형태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업로드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를 시각화하는 등의 간단한 분석 툴도 제공함

‐ 바르셀로나 시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

도록 다국어 기능을 구축하고 바르셀로나의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 포털 홍

보 URL을 연결하여 홍보함

(2) Sentilo & CityOS : 개방형 IoT 센서 플랫폼 및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 바르셀로나는 도시 전체에 IoT 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개방형 IoT 플랫폼(Sentilo)

을 통해 관리함

‐ 도시 전체에 소형 IoT 센서를 설치하여 교통, 환경, 에너지 등에 관한 도시

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IoT 센서 플랫폼인 Sentilo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함

◦ Sentilo는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교차 플랫폼

(cross platform)으로 설계되었으며, 센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하여 개방형 구조

로 개발됨 

‐ 도시 전역에 배치된 센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통합하기 위하여 교차 플랫폼으로 설계됨

‐ 센서 데이터를 함께 불러오기 위하여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GitHub

를 통해 오픈소스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 다른 도시에서 유사한 IoT 어플리

케이션을 Sentilo를 통해 제작할 수 있음

◦ 바르셀로나시정부는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다양한 데이터 및 플랫폼과 연결

해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Sentilo를 CityOS라는 상위 플랫폼에 연결함

‐ CityOS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되는 도시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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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플랫폼으로, Sentilo에서 관리되는 센서 데이터와 도시의 다른 데이터 

및 플랫폼을 연결함

‐ 바르셀로나시정부의 내부 데이터뿐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

시데이터를 함께 연동시켜 기관 간의 데이터 교환을 촉진함

◦ CityOS를 통해 서로 다른 플랫폼,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유도함

‐ 도시 전역의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및 다양한 플랫폼과 기관의 데이터

를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함

‐ 이를 통해 시정부는 종합적인 데이터에 입각하여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향

상시킬 수 있음 

출처 : Sentilo 홈페이지(http://www.sentilo.io/xwiki/bin/view/Sentilo.About.Product/Whatis) 

[그림 3-2] 개방형 IoT 플랫폼 Sentilo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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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mart Streetlight · Smart Parking : IoT 센서를 활용한 도시조명 및 주차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 바르셀로나의 ‘스마트 가로등(Smart Streetlight)’ 및 ‘스마트 주차(Smart 

Parking)’ 시스템은 도시 전역에 설치된 IoT 센서를 활용하여 도시 서비스의 효율

성을 향상시킨 대표적인 사례임

‐ 바르셀로나는 도시 전역에 설치된 IoT 센서 및 Sentilo 플랫폼을 이용하여 

교통·환경 등의 분야에서 도시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함

‐ 특히 주변 상황을 파악해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과 

주차면 센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은 IoT 센서를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 IoT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가로등은 주변의 환경을 파악해서 가로등의 조명 밝기

를 조절하여 도시 조명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임 

‐ 가로등에 부착된 IoT 센서가 주변의 소음, 움직임 등을 감지하여 사람이 몰

리는 시간에는 스스로 조명의 밝기를 높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밝기를 낮추

는 시스템을 구축함

‐ 이를 통해 도시 조명시스템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며, 전력 소비량이 연간 

30% 이상 감소함

‐ 이 밖에도 센서를 통해 가로등 주변의 대기질, 자외선 지수, 사람의 행동 

등의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해당 지역의 치안 유

지, 교통 상황 및 환경 개선 등의 시민 서비스에 활용함

◦ 스마트 주차는 주차면에 설치된 IoT 센서와 스마트 가로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

차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임

‐ 주차면에 부착된 IoT 센서와 스마트 가로등을 통해 자동차가 주차된 공간

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실시간으로 게시하여 운전자에게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또한 주차 위반 시에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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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교통 혼잡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함

‐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통해 바르셀로나시정부의 주차 요금 수입은 연간 약 

540억 원가량 증가함

출처 : 서울연구원(2018)

[그림 3-3] 스마트 주차 시스템의 구조 

(4) DECODE :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바르셀로나시정부는 시민의 디지털 주권 회복을 위하여 데이터의 사용 방법에 대

해 시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DECODE : Decentralized Citizens Owned Data Ecosystem)을 구축함

‐ DECODE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문제에 관한 우려를 완화하고 디지털 주권

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이 데이터의 사용방법 및 용도에 대한 의견을 

직접 게시할 수 있는 플랫폼임

‐ 시정부가 진행 중인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의 내용과 진행 과정 등이 게시

되며, 시민들은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고 시정부는 시

민들의 의견을 프로젝트에 반영함

◦ 시민뿐 아니라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며, 시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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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함

‐ 빅데이터 관련 민간 기업, 비영리단체,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DECODE 플랫

폼을 통해 주요 프로젝트에 관한 의견을 함께 나누며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시민들이 관련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빅데이터의 사용방법 및 용도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거버넌스 워크숍 등을 개최함

◦ 바르셀로나는 이러한 플랫폼 이외에도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

육 활동을 수행 중임

‐ 바르셀로나시정부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스마트시티 관련 교육 활동과 스

타트업·중소기업과 연계한 IT 직업교육 등을 진행함

‐ 또한 기업과 시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주권, 빅데이터가 정치 참여

에 가지고 올 변화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여 활발한 시민참여를 촉진함

5)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 혁신을 촉진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정부 주

도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2014년부터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한 스마트 국가

(Smart Nation)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ICT 및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특히 세계경제포럼(WEF)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평가받는 등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정보통신 기술 로드맵(Infocomm Technology Roadmap)을 통해 국가 전

략으로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관련 연구기관(LARC)의 설립과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빅데이터 시장 거점으로 부상함

‐ 또한 빅데이터 및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위기관리시스템(RAHS)과 가상 도시

(Virtual Singapore)를 구축하여 도시 관리 및 개발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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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focomm Technology Roadmap : 정보통신 기술 로드맵 수립

◦ 싱가포르는 2000년부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향후 3∼5년간 관련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청사진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음

‐ 2000년 1차 정보통신 기술 로드맵을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1월 현

재까지 사회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3

∼5년간 정보통신 기술 관련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총 8개의 로드맵을 발

표함

◦ 특히 2012년에 발표한 6차 정보통신 기술 로드맵부터는 향후 도시 경제 및 혁신을 

견인할 핵심 기술 테마로 빅데이터를 꼽고 있음

‐ 6차 정보통신 기술 로드맵에서는 싱가포르 사회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9개의 기술테마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

안, ICT 및 지속가능성, 미래 커뮤니케이션, 소셜 미디어, 새로운 디지털 경

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물인터넷을 꼽고 있음

‐ 이 중 미래 도시 혁신을 이끌 가장 중요한 핵심 테마로 빅데이터를 지목하

며 향후 빅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함

◦ 정보통신 기술 로드맵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워킹 그룹 운영,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운영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함

‐ 싱가포르 정보통신발전관리국(IDA) 산하에서 운영되는 워킹 그룹은 빅데이터

와 관련된 인재 양성, 기존 산업에 빅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

발, 관련 기업 지원 및 규제 정비를 통한 제반 사항 마련 등의 3가지 주요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함 

‐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data.gov.sg)은 시민들이 공공데이터를 쉽게 검색하

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등의 방법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며, 공

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대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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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RC(Living Analytics Research Centre) : 데이터 수집·분석 기술 개발 연구 기관

◦ 싱가포르 국립연구재단(NRF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은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기관을 운영 중임

‐ LARC는 싱가포르 경영대학,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원들과 함께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함

◦ LARC는 도시의 사회 및 경제 분야의 혁신을 위하여 맞춤형·참여형 도시를 구축하

는 것을 목표로 도시 및 사회 감지, 사회·물리환경 분석, 사회 활성화의 3개 분야에

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임

‐ 도시 및 사회 감지(Urban and Social Sensing) 분야에서는 소셜 미디어 

및 센서를 활용하여 도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 활동을 진행 중임

‐ 사회·물리환경 분석(Socio-Physical Analytics) 분야에서는 도시에서 일어나

는 일들을 감지하고 도시 행태 및 도시 맥락을 분석하는 연구 활동을 진행 

‐ 사회 활성화(Social Activation) 분야에서는 맞춤형 계획 및 소셜 크라우딩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진행 중

(3) RAHS(Risk Assesment and Horizon Scanning) : 국가위험관리시스템

◦ 싱가포르는 2004년부터 예상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국가 차원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시스템인 RAHS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RAHS 프로그램은 환경 변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안전 등 국가 차원의 잠

재적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2~5년 이내에 닥칠 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기 경보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국가위험관리시스템임

◦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 위험 요소와 기회 요소를 선제적으로 감지·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실제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즉

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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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는 RAHS 프로그램을 통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조류 

독감, 신종 플루 등의 재난 상황 관련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여러 대응방안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각 재난 상황에 대한 시스템 맵과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3-4] RAHS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조직

◦ RAHS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국가안보조정사무국(NSCS : National Security 

Coordination Secretariat)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프로그램 추진을 위

하여 내부 전담팀을 마련함

‐ NSCS 내에 RAHS 프로그램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사무처(RPO : RAHS 

Programme Office)를 조직함

‐ RPO는 위험 요소 및 기회 요소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RTC, 관련 정책에 대

한 각 정부기관들의 협력을 추진하는 RSC, 체계적인 RAHS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연구하는 REC의 3개 센터로 구성

(4) Virtual Singapore : 국가 전체를 3D로 구현한 가상 플랫폼

◦ 싱가포르는 2018년 초 도시의 지형과 건물, 도로, 상하수도 등의 구조물을 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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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구현하는 ‘가상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프로젝트를 완성함

‐ 가상 싱가포르는 스마트 국가(Smart Nation) 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프랑스의 3D 기술기업인 다쏘시스템과의 협업을 통해 3D 프로그램에 싱가

포르 국토 전체를 가상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임

출처 : 싱가포르 국립연구재단(NRF) 홈페이지(https://www.nrf.gov.sg/programmes/virtual-singapore) 

[그림 3-5] 가상 싱가포르 프로그램을 이용한 태양 에너지 사용의 잠재력 분석

◦ 가상 싱가포르를 구현하는 핵심은 정확한 빅데이터로, 싱가포르 정부가 축적해온 

데이터와 함께 인공위성·드론·센서 등을 동원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함

‐ 인공위성 등을 활용하여 싱가포르의 지형이나 건물 등을 구현한 입체 지도

를 만들고, 이후 드론으로 건물의 외곽을 촬영해서 시각화하여 도시의 모형

을 구축함

‐ 이후 전국 196개의 초·중학교 학생 5만여 명이 소형 센서를 목에 걸고 다니

면서 각 지역의 소음, 밝기, 습도, 움직임 등 도시의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함

‐ 싱가포르 정부에 축적된 데이터와 센서 등을 이용해 수집한 데이터를 도시 

모형 위에 입력하여 가상 싱가포르를 완성함

◦ 싱가포르 정부는 가상 싱가포르를 활용하여 도시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여 도시계획의 효율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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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홍수 등의 재난 관리나 교통체증 예측, 새로운 시설의 건설로 일어나

는 주변 환경에의 영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도시

의 개발 및 관리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향후 2년마다 가상 싱가포르 내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업데이트하여 도시 변

화에 대응할 예정임

(5) 해외 빅데이터 관련 기업 및 연구센터와의 협력

◦ 싱가포르 정부는 해외 기업의 빅데이터 연구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관련 인력

을 확보함

‐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은 일본의 정보통신기술 기업 후지쯔(Fujitsu)와 협력하

여 빅데이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센터(Center of Excellence)를 설

립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빅데이터의 분석 및 실시간 처리 방법 

등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 중임

‐ 싱가포르 정보통신발전관리국은 빅데이터 솔루션 개발 벤처인 피보탈 이니셔

티브(Pivotal Initiative)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전문가 역량 강화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혁신센터(Pivotal Innovation 

Center)를 설치함

◦ 빅데이터와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의 입주와 투자를 통해 아시아 빅데이터 시장의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함

‐ 디지털 보안 업체인 시만텍(symantec)을 비롯해 셸(Shell), 마이크론(Micron) 

등 세계적인 빅데이터 관련 업체들이 싱가포르에 지역 본부나 연구센터 등

을 설립하여 기술 개발 및 혁신 활동을 전개함

‐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싱가포르의 빅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인 안트

윗(Antuit)에 약 600억 원을 투자하면서 빅데이터 기술의 중심지로 부상하

는 싱가포르의 도시 혁신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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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해외 사례의 시사점

◦ 해외 도시 혁신사례와 주요도시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

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빅데이터의 개방과 활성화는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며, 다

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담보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기존 공공부문과 민간뿐 아니라 시민사회, 비영리재단 등 제3섹터의 적극적

인 개입을 통해 데이터의 윤리적 문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빅데이터 분석

과 정책대안, 데이터 유통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가 적용되어야 함

 예를 들어, 시카고에서는 자선단체의 기금을 받은 시민사회/비영리단체

가 데이터의 소비자 및 생산자의 주축이 되어 시카고 도시정부의 도시혁

신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해 뛰어난 학술·공학적 역량을 활용하는 것도 도

시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임

 뉴욕의 경우 스타트업, 베이징은 민간기업, 싱가포르는 해외 연구센터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도시별로 다양한 특징을 보여줌

[그림 3-6] 시카고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조

◦ 둘째, ‘시민참여’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참여를 장려할 수 있음

‐ 바르셀로나 DECODE와 같이 시민이 데이터 주권의 실현을 위해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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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시민의 교육·데이터유통·분석 등을 유도할 수 있음

◦ 셋째, 인프라 차원의 ‘사물인터넷’ 오픈생태계 구축은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을 위

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시카고의 AoT(Array of Things)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의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모듈화된 센서박스가 수집 및 노드역할을 수행

하며 설계도면 개방을 통해 민간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바르셀로나 Sentilo는 개방형 IoT센서로 수집된 데이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

한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고, 상위 플랫폼인 CityOS와 연결되어 데이터의 교

환을 촉진

◦ 넷째, 주요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보

다는 프로젝트를 위해 공공빅데이터가 발굴되고 유통되는 구조임

‐ 루브르박물관의 방문객 행동데이터 수집, 트리디피아의 도시의 나무정보 공

유 서비스, 모스크바의 아워시티 등 목적 있는 데이터의 수집이 새로운 공

공빅데이터의 개방으로 이어지고 다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순환적 구

조를 형성함

◦ 다섯째, 공공데이터 개방보다 양질의 데이터가 중요하며,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

에 따라 시민·민간의 활용수준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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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현황과 이용실태

1_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현황과 이용실태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공공데이터 관련 법 제정과 함께 서울시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빅데이터 관련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음

‐ 공공데이터의 개방 건수는 684건(2013년)에서 4,892건(2018년 8월)으로 약 

7.2배 증가하였고, 서울시는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개편, 

빅데이터캠퍼스 설치,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등 다방면으로 노력

◦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공공데이터의 빅데이터 활용가능성을 점검하

고, 공공데이터 개방의 확대가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함

[그림 4-1]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건수의 추이

(2) 조사내용 및 방법

◦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생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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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단계별로 구분하여 특성을 분석해 규모·신속성·가치 등 빅데이터 특성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함

‐ 데이터 생애주기는 데이터의 생성-활용-폐기 또는 재활용까지의 일련의 과정

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생성-수집 및 저장관리-분석-활용으로 구분함 

[그림 4-2] 데이터 생애주기에 따른 특징

◦ 생애주기 단계별로 살펴보는 데이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생성 : 사실 또는 현상을 관찰해 자료 또는 정보를 최초로 생성하는 과정

 원천 : 사회네트워크, 공공·민간 사업정보, 사물인터넷

 형태 : 정형, 반정형, 비정형

 주체 :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

‐ 수집 및 저장관리 : 내부 및 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일괄 혹은 실시간으

로 수집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저장하고 관리하는 과정

 저장형태 : 파일, 데이터베이스

‐ 분석 : 원시데이터 또는 분석결과를 서비스로 제공 및 이용하는 과정

 서비스 : File, Sheet, OpenApi, Link, Chart, Map

‐ 활용 : 분석결과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경제·사회적 효용을 높이는 과정

 규모 : 데이터의 관측치 수

 신속성 : 데이터의 갱신주기

 가치 : 데이터의 다운로드 및 호출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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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재 개발자의 민간비즈니스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 조사대상은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현

황’ 메타데이터7) 자료(2018년 8월 기준)임

2) 실태조사 결과

(1) 생성

◦ 공공데이터는 2018년 8월까지 4,892건이 개방되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

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문화관광, 일반행정, 산업경제 순으로 개방되었음

‐ 보건 분야 개방건수가 가장 높은 이유는 2015년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식

품위생관리, 의약업소관리, 공중위생업소, 축산 등 보건행정정보가 대량 개

방되었기 때문임

 자치구별로 시스템을 개방하여 개방건수가 다소 높게 나타남

‐ 상위 3개 분야(보건, 문화관광, 일반행정)의 비율이 전체의 61.1%를 차지

◦ 2013년 대비 2018년 8월까지 누적개방건수를 비교해보면 약 7.2배 증가하였고,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 보건, 복지, 산업경제 순으로 나타남

‐ 교통(4.3배), 안전(3.3배), 환경(2.2배) 등 분야는 누적개방건수의 증가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됨

구분 보건
문화
관광

일반
행정

산업
경제

환경 복지 교통
도시
관리

안전 교육 계

13년
(A)

108 95 109 79 143 25 53 38 30 4 684

18년
(B)

1,688 578 596 489 316 315 277 183 99 100 4,892

B / A 15.6 6.1 5.5 6.2 2.2 12.6 4.3 4.8 3.3 25.0 7.2

[표 4-1] 분야별 공공데이터 누적개방건수
(단위 : 건)

7) 메타데이터(Metadata)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 데이터에 관한 정보의 기술, 데이터 구성의 정의, 데이터 분류 등 자료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를 의미한다(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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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2 ’13 ’14 ’15 ’16 ’17 ’18.8 합계 비중

보건 11 97 168 1,323 14 75 53 1,741 35.6
문화관광 30 65 71 262 70 80 61 639 13.1
일반행정 86 23 70 174 86 157 12 608 12.4
산업경제 53 26 40 239 16 115 77 566 11.6

환경 105 38 61 54 11 47 23 339 6.9
복지 24 1 50 58 38 144 17 332 6.8
교통 45 8 31 31 60 52 43 270 5.5

도시관리 21 17 26 14 34 71 11 194 4.0
안전 29 1 13 19 4 33 4 103 2.1
교육 1 3 25 12 8 51 0 100 2.0
합계 405 279 555 2,186 341 825 301 4,892 100

[표 4-2] 분야별 공공데이터 개방건수
(단위 : 건, %)

◦ 공공데이터의 생성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본청·사업소가 대다수로, 중앙정부나 공

공기관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공급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가 전체 데이터공급자의 86%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며,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공공’ 간 서비스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

‐ 데이터제공자로는 자치구가 48%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정보기획관

(30%), 서울시 전 부서(13%), 서울시 공사·출연기관(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서울시는 정보기획관이 각 부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서비스하는 형태

(n=4,892)

[그림 4-3] 데이터공급자(좌) 및 데이터제공자(우)의 유형

◦ 공공데이터의 형태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빅데이터로 알려진 사물인터넷과 사회네

트워크 수는 매우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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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이미지·동영상 등 비정형데이터는 없고 반정형데이터가 높은 비율로 제

공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대다수는 정형데이터를 OpenApi로 변환시켜 서비

스하는 것에 불과함

◦ 공공데이터의 유형을 살펴보면 원천데이터의 비율이 약 69%로 가장 높으며, 통계 

및 공간데이터는 약 31%를 차지하고 있음

(n=4,892)

[그림 4-4] 서울시 공공데이터의 형태(좌)와 유형(우)

(n=4,892)

[그림 4-5] 공공데이터 수집 및 저장관리

(2) 수집 및 저장관리

◦ 공공데이터의 저장형태 및 수집방법은 데이터베이스가 약 83%, 파일이 약 17%로 

나타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이뤄짐

◦ 데이터 공급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전 부서 및 본부·사업소 간에는 파일을 

통한 수집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아직은 시스템 간 연동이 미흡한 것으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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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 공공데이터는 여섯 가지 유형으로 데이터를 서비스 중이며, 민간 비즈니스에서 활

용가능성이 높은 OpenApi로 서비스하는 비율이 92%에 달함

‐ 보건(97.4%), 문화관광(94.8%), 환경(93.2%), 산업경제(92.8%)는 OpenApi 

서비스 비율이 90%대로 높게 나타나며, 교통(68.9%)이 가장 낮게 나타남

 OpenApi : 이용자가 웹 검색결과 및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일방적으로 

제공받지 않고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

식)를 의미함

(n=4,892)

[그림 4-6] 분야별 공공데이터 서비스 유형별 비율(%)

(4) 활용

◦ 규모(Volume) 측면을 살펴보면, 관측치 1,000건 미만의 공공데이터가 전체의 

71.6%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약 9%만이 10,000건을 넘어서 빅데이터로서 활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샘플링 데이터 197개 중 관측치가 1,000건이 넘는 데이터는 28.4%이며, 관

측치가 10개 미만인 데이터는 10.3%로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기 어려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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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그림 4-7] 공공데이터 규모 

◦ 신속성(Velocity) 측면을 살펴보면 전체 공공데이터의 9.1%만이 한 달 이내 정기

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비즈니스활용이 높은 실시간 데이터는 6.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데이터변경 시 반영되는 경우가 63.7%이나 실제 반영되는지 여부는 미지수임

(단위 : %)

[그림 4-8] 공공데이터 갱신주기

◦ 가치(Value) 측면을 살펴보면 전체 공공데이터 다운로드(OpenApi 호출 포함, 최

근 1년) 비율 중 교통이 73.9%, 환경이 25.3%로 두 분야가 99.2%를 차지하며, 

문화관광·산업경제·안전 등 다른 분야는 상대적으로 시민·민간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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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 지하철 도착 및 위치, 도로소통, 버스 정류장·노선·위치, 나눔카예약

가능정보 등 8개 데이터가 전체의 72%를 차지

‐ 환경 : 실시간 대기환경과 오존·황사·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7개 데이터가 전

체의 24.7%를 차지

(n=4,892)

[그림 4-9] 분야별 데이터 다운로드 제공비율

구분 다운로드 수
데이터 1개당 
다운로드 수

구분 다운로드 수
데이터 1개당 
다운로드 수

교통 1,293,925,897 4,792,318.1 보건 1,362,205 782.4

환경 443,692,130 1,308,826.3 도시관리 1,097,418 5,656.8

일반행정 4,755,752 7,822.0 산업경제 464,104 820.0

문화관광 3,423,982 5,358.3 복지 132,980 400.5

안전 2,857,902 27,746.6 교육 82,486 824.9

합계 1,751,794,856 358,093.8

주 :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데이터별 다운로드 수 및 OpenApi 호출건수의 합계를 의미함

[표 4-3] 분야별 공공데이터 다운로드 수 및 데이터 1개당 평균 다운로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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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현황과 이용실태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상암 빅데이터캠퍼스의 프로그램 현황, 이용자의 특징과 데

이터 활용 등을 살펴보고 빅데이터캠퍼스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도출

(2) 조사내용 및 방법

◦ 빅데이터캠퍼스의 운영 프로그램은 연차별 사업계획서와 홈페이지를, 이용자 실태

는 서울시 내부자료와 입주자 분석결과를 활용해 조사하였음

‐ 조사 자료는 입주자 데이터분석 이용목록 현황과 입주자 분석결과임

2) 실태조사

(1) 데이터

◦ 빅데이터캠퍼스에서는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 중인 데이터와 더불어 공공·민간

의 빅데이터 45건, 공간정보 473건을 추가로 시민·민간과 공유

구분 빅데이터공유활용플랫폼 통합공간정보시스템

개수
45종

(공공 31종, 민간 14종)

473종
수치지형도(76종), SDW공간정보(109종)
정책지도(256종), 공간정보플랫폼(32종)

출처 : 서울시빅데이터캠퍼스(bigdata.seoul.go.kr, 2018년 11월 기준) 

[표 4-4] 유형별 데이터 개수

◦ 민간 참여 기관은 KB국민은행, KB카드, 나이스지니데이터, 신한카드, SKT, KT, 

오픈메이트 등이며, 주로 소비, 소득, 인구/가구 등의 데이터를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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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데이터명 시간범위
적재
주기

제공기관

민간 부동산 부동산 데이터(아파트 시세) 2004~2016.10 주간
KB

국민은행

민간 소득/소비 소득수준 데이터 2015 연
나이스

지니데이타

민간 소비 장애인 복지카드 이용현황 2014.10~2015.09 1회 신한카드

민간 소비 3개축제카드이용DB
축제기간별

(2014, 2015)
1회 신한카드

민간 소비 카드매출 데이터 2014.01~2016.06 월 KB카드

민간 시설 아파트 DB 2014~2016 연 오픈메이트

민간 시설 주요/집객시설 
2015년 상반기, 
2016년 상반기  

반기 오픈메이트

민간 인구/가구
유동인구

(월별 유동인구, 거주지)
2016.01~2016.12
2016.01~2018.01

월
SKT
KT

민간 인구/가구
유동인구

(일별 유동인구, 거주지)
2015.08~2016.07 월 SKT

민간 인구/가구 추정상주인구
2014년 하반기~
2016년 하반기

반기 오픈메이트

민간 인구/가구 유동인구통계DB
2015.09.01~
2015.09.30

1회 KT

민간 지역 블록 및 속성 데이터 2013, 2015 연 오픈메이트

공공 교통
대중교통 환승데이터
(교통카드 거래내역)

2015.01, 
2015.05~2017.08
2017.11~2018.10

월

서울시
(스마트
카드사)

공공 교통 대중교통 이용통계 2014.10~2015.10 월

공공 교통 도로별 속도통계
2012.01~2013.07
2014.01~2015.12

일

공공 교통 교통시설(지하철, 버스정류장)
지하철 : 2014
버스정류장 : 

2014.02/2016.09
필요시 서울시

공공 교통
녹색교통운동 

자전거 이용 정보
2012.03~2016.12 -

녹색교통
운동본부

공공 교통 표준노드링크
2014.09

2015~2016
[6월/12월]

반기 국토교통부

공공 교통 교통안전시설물
2012.01~2016.06

[1월/6월]
반기 서울시

[표 4-5] 빅데이터캠퍼스 제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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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데이터명 시간범위
적재
주기

제공기관

공공 부동산 부동산실거래가 ~2018.08 월 서울시

공공 부동산 전월세가 2011.01~2018.09 월 서울시

공공 부동산 공시지가
~2018.01
[1월/7월]

반기 서울시

공공 상가/기업 인허가업소DB 2015.12~2018.08 월 서울시

공공 상가/기업 사업체 통계 DB 2000~2014 연 통계청

공공 상가/기업 사업체 조사 DB(대시민용) ~2013 연 서울시

공공 소비 추정매출액(블록단위) 2013.1~2016.12 월 서울시

공공 시설 시설물(가판대, 구두수선대) 2018.11 시점 월 서울시

공공 시설 건축물대장 2016.05 시점 월　 국토교통부

공공 시설 시설물(노인복지시설) 2018.08 시점 시점 서울시

공공 시설 건물DB 2014, 2015, 2016 반기 서울시

공공 시설 도로명주소도로링크(도로구간) 2015, 2016 반기 서울시

공공 인구/가구
길단위 추정 유동인구 

(도로명주소 도로링크 단위)
2015.1~2016.12 월 서울시

공공 인구/가구 거주인구(행정동) 2011.12~2018.10 월 행자부

공공 인구/가구 직장인구
2014년 상반기~
2016년 상반기

반기 오픈메이트

공공 인구/가구 직장인구(집계구) 2016.12 연 1회 서울시

공공 인구/가구 인구센서스 통계 2010 시점 5년 통계청

공공 인구/가구
택시운행 통행량 

(택시운행분석데이터)
2015.01~2016.04 월 서울시

공공 인구/가구 직업직종 2000~2014 연 통계청

공공 지역 골목상권영역 및 프로파일링 2015.06~2016.12 반기 서울시

공공 지역 핵심(발달)상권 영역 2014 연 중소기업청

공공 환경 기상관측정보(기온, 강수 등)

(기온) : 
2009.01.14~ 
2018.11.05
(강수) : 

2009.01.14~ 
2018.10.31

비정기/
수시

서울시

공공 환경 강우량정보
2012~2018

* 특정 기간별
일, 1분 서울시

공공 환경 대기환경정보 2008~2018 일 서울시

공공 인구/가구 생활인구
2017.01.01~
2018.10.31

월 KT

민간 소비 신한카드 매출데이터 2015.12~2017.11 월 신한카드

민간 산업경제 기업 정보 2016 연 1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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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전·교육프로그램

◦ 빅데이터캠퍼스에서는 시민 분석활동 지원을 위해 자체 및 협력 공모전을 7회 개최

‐ 자체공모전은 빅데이터 캠퍼스가 주관하며, 공모전 최종 발표 및 심사를 진

행하는 컨퍼런스를 매년 1회 개최

‐ 협력공모전은 대학교(1회)와 공공기관(3회)과 협력해 총 4회 개최

구분 공모전명 공모주제 협력기관

자체
2018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 자유주제(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를 
주로 활용한 분석자료)

없음
자체

2017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상시공모전

자체
2017 공공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서울시 데이터 활용 분석자료 동국대학교

협력
2017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권분석 빅데이터 경진대회

서울특별시 1개 자치구의 28개 
상권분석용 원본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서비스 모델 개발 및 고도화 

서울신용
보증재단

협력 2017 서울연구논문 공모전
자유주제 및 

대기오염 또는 기후변화 관련 논문
서울연구원

협력
제6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정보디자인, 앱개발, 창업제안, 

교통개선 아이디어
국토교통부

협력 2016 서울연구논문 공모전 자유주제 서울연구원

출처 : 서울시빅데이터캠퍼스(bigdata.seoul.go.kr, 2018년 12월 기준)

[표 4-6]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

◦ 강의서비스는 빅데이터 강좌, 대학교 정규강의 및 기업교육과 연계해 실제 데이터

를 온·오프라인 강의로 확대하여 지식공유를 목표로 하며, 3가지 형태가 있음

‐ 대학교 정규 강의 연계(2회) : 대학교와 강의 및 실습 정규과정 운영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의 GIS와 도시공간분석 수업(2회)

‐ 기업 교육 연계 : 파트너십 기업 교육과정 운영

‐ 오픈강의(7회) : 일반인 및 입주자 대상 강의 및 실습 과정

 보험비즈니스 사례(1회), 개인정보 비식별화 실습교육(1회), 서울시 축제 

분석 따라하기(2회), 유동인구 데이터 정제·분석·시각화 교육(3회) 등

◦ 온라인강의에서는 오프라인강의를 동영상 교육 자료로 제공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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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 이용현황

◦ 빅데이터캠퍼스의 데이터 이용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732

건 입주가 신청되었고 계속해서 증가추세임

‐ 2017년 1월 112건에서 2018년 11월 732건으로 약 6.5배 증가

(단위 : 건)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2018)

[그림 4-10] 빅데이터캠퍼스 누적 입주 건수

◦ 입주 유형을 살펴보면 대학교가 537건(73.4%)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민간 105

건(14.3%), 공공기관 32건(4.4%) 순으로 나타나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됨

구분 대학교 고등학교 동아리 민간 공공기관 기타 계

입주 건수
(%)

537
(73.4)

3
(0.4)

13
(1.8)

105
(14.3)

32
(4.4)

42 732

주 : 연구 관련 기관은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산정

[표 4-7] 유형별 입주 건수

◦ 데이터 유형별 이용건수를 살펴보면 인구/가구가 934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

로는 교통(588건), 소비(554건), 지역(210건), 시설(19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민간데이터의 제공 비율이 높은 분야는 인구/가구(60.5%), 소비(40.1%), 지

역(43.3%), 부동산(39.4%), 소득(100%)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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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주 : 괄호는 민간 데이터의 비율을 의미함

[그림 4-11] 데이터 분야별 이용 건수

◦ 플랫폼의 유형은 빅데이터공유활용플랫폼이 94%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열린데이

터광장과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의 이용 비율은 다소 낮은 편임

‐ 빅데이터공유활용플랫폼의 민간 데이터 이용 비율이 34%로 절반에 못 미침

(n=3,229)

[그림 4-12] 데이터 플랫폼 유형

◦ 이용건수 상위 10개 데이터를 살펴보면, SKT의 유동인구가 15.8%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환승데이터(8.4%), 서울시의 추정매출액(7.5%) 순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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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데이터의 경우 유동인구, 카드매출, 소득수준, 블록별 속성데이터가 상

위 10위에 포함

데이터명 유형 데이터제공기관 이용건수(비율)

유동인구(일별 및 월별) 인구/가구 SKT 511 (15.8%)

대중교통 환승데이터(교통카드 거래내역) 교통 서울시 271 (8.4%)

추정매출액(블록단위) 소비 서울시 241 (7.5%)

SDW 보유 공간정보, 정책지도, 
수치지도, 공간정보플랫폼 자료

공간정보 서울시 154 (4.8%)

카드매출 데이터 소비 KB카드 145 (4.5%)

소득수준데이터 소득 나이스지니데이터 109 (3.4%)

길단위 추정 유동인구
(도로명주소 도로링크 단위)

인구/가구 서울시 96 (3.0%)

거주인구(행정동, 법정동) 인구/가구 행정자치부 91 (2.8%)

블록 속성 데이터 지역 오픈메이트 91 (2.8%)

골목상권영역 및 프로파일링 지역 서울시 88 (2.7%)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18년 11월 기준)

[표 4-8] 이용건수 상위 10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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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공공빅데이터 이용자 설문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이용자 설문조사의 목적은 서울시 공공빅데이터의 활용 실태와 요구사항 등을 파

악해 정책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

‐ 이용자는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한 

개발자 또는 사업체로 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2) 조사내용 및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는 연구진이 선택지를 구성한 폐쇄형 질문과 일부 개방형 질문을 

혼합하여 구성하였음

‐ 기본개요에서는 사업체명, 창업연도, 데이터산업의 유형과 활동, 종사자수, 

조직형태 등 기업의 일반적인 현황을 조사함

‐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모델에서는 데이터의 수집방법, 서비스형태, 수익창출

유형과 매출현황 등의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사업화하였는지를 질문함

‐ 정책수요에서는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애로사항과 추후 개방 또

는 활용되어야 하는 데이터와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서울시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정책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봄

구분 정의 모집단(유효표본, 응답률)

공공데이터
포털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를 
등록한 개발자(2013년 1월 ~ 2018년 11월)

302개
(14개, 4.7%) 449개

(34개,
7.6%)

로켓펀치8)
로켓펀치에 등록된 서울 소재 빅데이터 관련 기업
* ‘빅데이터’ 및 ‘서울’로 필터링(2018년 12월 기준)

147
(20개, 13.6%)

[표 4-9] 모집단의 구성과 유효표본

8) 로켓펀치는 ‘한국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를 모토로 스타트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스타트업(18년 12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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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를 등록한 서울시 소재 개발자

와 비즈니스 네트워크인 ‘로켓펀치’에 등록된 서울시 소재 빅데이터 관련 스타트업

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잠정 모집단 449개 기업 중 34개 기업이 응답했으며, 중복응답을 제외한 

유효표본은 34개로 응답률은 약 7.6% 수준임

2) 실태조사 결과

(1) 기본개요

◦ 공공빅데이터 이용자는 10인 미만 규모(1인 및 2~9인)와 업력 5년 미만의 비율이 

높아 아직까지 영세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

‐ 이용자의 업력은 5년 미만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5년~

10년(18%) > 10년 초과(9%) > 무응답(3%) 순으로 조사

‐ 종사자 규모는 10~49인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2~9인

(32%) > 1인(16%) > 100인 이상(7%) > 50~99인(3%) 순

(n=34)

[그림 4-13] 업력(좌)과 종사자 규모(우)

◦ 조직형태는 회사법인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활동은 정보의 

제공 및 중개를 위한 ‘데이터 서비스’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조직형태는 회사법인이 71%, 개인사업체가 20%의 비율을 보였으며,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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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6%에 달했음

‐ 데이터 산업활동은9) 데이터 서비스가 67%로 가장 높고, 데이터 솔루션

(18%) > 데이터 컨설팅 및 데이터 구축(6%) 순으로 나타남

(n=34)

[그림 4-14] 조직형태(좌)와 데이터 산업활동의 유형(우)

(2)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 이용자의 47%가 서울시 공공빅데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데이터 분야는 환

경(33%) > 교통(24%) > 행정(24%)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n=34)

[그림 4-15]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이용 여부와 데이터 분야

9) 데이터 솔루션은 DBMS, 데이터 모델링, 분석·시각화, 검색엔진 등 솔루션 제품으로 라이선스·유지보수·개발에서 매출이 발생함. 
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제공, 데이터거래, 분석결과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며, 이용료/수수료를 받거나 
광고료를 통해 매출이 발생함. 데이터 구축은 DB설계, 시스템 구축, 데이터처리, API, LOD 등 데이터 외부제공이 해당하며, 
데이터 컨설팅은 데이터 거버넌스, 품질, 데이터 설계 및 활용 등 데이터 관련 기획 및 컨설팅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을 
말함(한국데이터진흥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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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활용비율이 높은 데이터 분야는 산업/경제, 문화관광·보건, 환경, 일반 

행정 등이며, 과반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활용하는 공공데이터 분야는 산업/경제(17.2%) > 문화관광·보건(13.4%) > 

환경(11.9%) > 일반행정(10.4) 순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임

‐ 데이터의 취득방법은 공개된 공공(빅)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API를 활용하

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웠으며, 그다음은 자체 생성(17%) > 크롤링 수집

(15%) > 민간기업 데이터 공개 서비스(12%) > 데이터 거래소(6%) 순으로 

나타남

(n=67) (단위 : 건, %) (n=34)

주 : 데이터 활용분야는 3개 이내 중복응답임

[그림 4-16] 활용하는 공공데이터 분야(좌)와 데이터 취득방법(우)

◦ 광고나 사용료·정기구독료를 활용한 수익창출모델이 많았으며, 데이터서비스는 

모델링을 통한 예측분석이나 데이터 전처리, 통합서비스 등이 대다수를 차지

‐ 수익창출모델은 광고(34%) > 정기구독료·사용료(19%) > 기타(16%) > 서

비스 임대 및 대여(12%) 순으로 나타남

‐ 데이터 서비스형태는 모델링을 통한 분석(32%)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가공 후 재배포(23%) > 데이터 통합/획득/처리 등 

통합서비스(21%) 등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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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4)

[그림 4-17] 수익창출모델(좌)과 데이터서비스의 형태(우)

(3) 정책수요

◦ 적극 공개되어야 할 서울시의 데이터 분야는 교통(16.2%)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은 환경(12.2%) > 보건(10.8%) > 일반행정·산업/경제(9.5%) 순으로 나타남

‐ 구체적인 데이터 종류는 미세먼지, 공유자전거(따릉이), 지역별 소비, 한강수

역 환경설비 실시간 데이터, 실시간 소방차 위치정보 등으로 조사됨

◦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빅데이터 정책으로는 공공데이터 확대개방이 

26.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품질관리 강화(17.6%) > 주요 빅데이터 중점관

리(11.8%) > 빅데이터 성공사례 발굴(10.8%)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는 데이터의 늦은 최신화, 

API 사용콜수 제한, 담당자의 대응부족, 다양한 포맷 지원 부족(Rest API, 

http 등)이 있었으며, 데이터 개방 확대 요구가 많았음

‐ 정책별 구체적인 의견으로는 공공이 데이터 독점문화를 벗어나 전문성과 투

명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 외 성공사례 발굴을 통한 벤치마킹 유도, 전

문성 있는 인력을 통한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 및 원활한 소통 확대, 다양한 

데이터 연계를 위한 품질관리 강화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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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4) (단위 : %, 개)

주 : 3개 이내 중복응답이며, 괄호는 개수를 의미함

[그림 4-18] 적극 공개되어야 하는 서울시의 데이터 분야

(n=102) (단위 : %, 개)

주 : 중복응답(3개)이며, 괄호는 개수를 의미함

[그림 4-19] 서울시 빅데이터 정책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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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주요 시사점

1) 열린데이터광장

◦ 열린데이터광장의 공공데이터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공데이터의 개방건수 증가와  

공공빅데이터 활성화 간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긍정요인 : 데이터 가용성 증가에 따라 교통·환경 등 활용건수 증가

‐ 부정요인 : 공공의 업무부담으로 정형데이터 위주의 개방이 이뤄지며, 갱신

주기가 낮거나 표준화가 되지 않아 데이터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그림 4-20] 공공데이터 개방건수 증가와 활성화의 관계

◦ 주요 시사점으로 첫째, 데이터 개방의 저변을 반정형·비정형으로 넓히고, 서울시 

외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야 함

‐ 아직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의 사업 또는 행정정보가 대다수로, 인공

지능의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비정형데이터가 서비스되고 있지 않음

‐ 분야별 누적개방건수를 살펴보면, 교통·환경 분야의 개방 순위는 낮으나 다

운로드 수에서는 압도적으로 1·2위를 차지하고 있어 ‘수요가 높은 분야’의 

개방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둘째, 그간 OpenApi의 서비스 비율이 높아지면서 민간에서의 활용성은 제고되었

지만 여전히 교통·환경 등 특정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의 

발굴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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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빅데이터 특징(3V)에 가까운 공공데이터를 중점관리 데이터로 지정하고, 지

속적으로 품질관리와 서비스의 고도화가 이뤄져야 함

2) 빅데이터캠퍼스

◦ 시민·민간과의 협치를 목표로 설립된 빅데이터캠퍼스는 빅데이터 45건과 공간정보 

473건을 공유하며 누적이용자 수는 증가 추세임. 입주 유형은 대학교의 비율이 약 

73%로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민간 데이터 이용 비율은 약 34%로 절반에 못 미치며, 이용건수가 높은 데

이터는 SKT 유동인구, 서울시 대중교통환승데이터, 서울시 추정매출액 순임

◦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자체·협력 공모전을 7회 개최하고 대학교 정

규강의(1회)·오픈강의(7회)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특히, 오프라인 강의를 

온라인 교육자료로 제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다만, 협력 공모전은 서울연구원·서울신용보증재단·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

에 한정되어 있어 민간 참여가 저조

‐ 대학교 정규강의와 연계한 점을 볼 때, 캠퍼스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수

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 주요 시사점으로 첫째, 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온전히 전환할 필

요가 있으며, 분석용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

비스(MDIS)와 같이 원격이용이 가능하도록 모색해야 함

‐ 서울디지털기본계획2020에서 2020년까지 온라인 인프라로 계획 중임

◦ 둘째, 데이터 공유를 위한 공공·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고 공모전·교

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함

‐ 개인정보 등 제도적 여건으로 개방이 어려웠던 공공데이터를 빅데이터캠퍼스

를 통해 제한적으로 먼저 공개하고, 통신사·카드사를 비롯해 IoT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는 기업(예. 젠스타10)) 등 공유를 위한 대상의 접촉점을 넓힐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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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 설문조사

◦ 공공데이터 관련 개발자 및 스타트업의 이용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47%가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이용 경험이 있으며 절반 이상의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업모델을 구상

‐ 주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분야는 산업/경제, 문화관광·보건, 일반행정 등

‐ 데이터 서비스의 형태는 예측 모델링 또는 정보제공이 많았으며, 광고 및 

사용료·정기구독료 형태의 수익창출 모델이 대다수

‐ 정책수요는 공공데이터의 확대개방 및 품질관리가 1·2순위로 나타남

◦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교통·환경 분야는 현재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보이고 

있음과 동시에 개방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높은 분야로 나타남

◦ 둘째,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품질관리 강화(표준화, 연계 등), 주요 빅데이터 중점

관리 등 데이터의 기본기를 다지는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즉, 이용자들은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 개선, 거버넌스 구성 등 외부 환경의 

변화보다는 데이터 그 자체를 확충하고 개선하는 데 주목하고 있음

◦ 셋째,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수익창출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

고 있으며, 데이터 서비스 형태 중 ‘데이터 생성’은 9%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도 

공공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

10) 종합 부동산 자산관리 주식회사 젠스타는 화재·누수·정전·기계 설비 오작동을 센서로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솔루온(Soluon)’을 
출시해 실시간 건물 관제에 활용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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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제언

1_정책적 시사점

1) 데이터 생애주기 단계별 활성화 촉진 및 저해요인

◦ 국내 공공빅데이터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데이터 생애주기 단계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거나 제공자 또는 이용자 측면에서 공공빅데이터의 이용과 활용

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내는 연구가 있음

‐ 성욱준(2017)의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에 기반해 생애주기 단계별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전병진 외(2017)의 연구에서는 제공자·이용자 유형별

로 문제점을 제안하고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였음

생애주기/
유형

제공자 측면 이용자 측면

수집·
저장관리

A 공공데이터 개방(+)
A 내부 전문 인력 양성(+)
A 외부 전문 인력의 충원(+)
A 공공분야 데이터 전문 중개·지원기관
  (+)
A 조직 내 낮은 문화·인식 (-)
B 빅데이터 저장소 기반 거버넌스(+)

A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양립방안(+)
A 데이터 공유·거래 거버넌스의 구축(+)
A 미공개 빅데이터에 대한 적극적 요구(+)
B 시민참여형 오픈데이터 플랫폼(+)
B 사물인터넷 오픈생태계 구축 (+)

분석

A 데이터 형식 표준화 및 가용성 등 
  전문적인 품질관리(+)
C 빅데이터캠퍼스등 인프라 구축(+)
C OpenApi 등 개발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비율의 증가(+)
C 정형데이터 위주 개방(-)

A 데이터 신뢰도 향상(+)
A 데이터 형식의 비일관성 (-)
A 데이터의 일회성 분석 사용(-)
B 분석 프로젝트 기반 데이터 발굴·유통(+)
C 데이터의 낮은 갱신주기(-)
C 교통·환경 등 특정분야 데이터 집중(-)

활용

A 공공기관 실적공개(+)
A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제도적 근거(+)
C 분석사업 지원을 위한 재정 유동성(+)
C 데이터에 대한 현장의 낮은 인식 (-)

A 사용자 유형별 교육프로그램 구성(+)
A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A 빅데이터 지식공유 아카이빙(+)
A 데이터 서비스 체계 개선(+)
B 이용자 유형별 데이터 서비스 체계(+)

주 : 괄호의 +는 촉진요인을, -는 저해요인을 의미하고 A는 선행연구, B는 해외사례, C는 실태조사를 의미함

출처 : 성욱준(2016·2017), 전병진 외(2017), 본 연구결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표 5-1] 데이터 생애주기/제공자·사용자 유형별 활성화 촉진 및 저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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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활성화 촉진 및 저해 요인과 본 연구의 해외사례조사, 실태조

사 등을 종합한 결과가 [표 5-1]과 같음

‐ 기존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많은 부분이 실태조사 결과와 일치하였음

◦ 수집·저장관리 단계의 제공자 측면에서는 거버넌스, 전문인력 양성, 제도 개선 등 

외부 환경변화가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표적으로, 데이터 공유문제는 ‘공공-민간’보다 ‘공공-공공’ 간 공유체계가 

더 시급하며, 데이터 접근·수집에 대한 강력한 권한이 없어 공공기관 간에도 

당사자의 협조 없이는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현장에선 데이터 생성·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생성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개방에 따른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해 담당자가 공

개를 꺼리는 경우가 대다수

◦ 이용자 측면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와 함께 데이터 수

집·저장관리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양립방안을 정립한다면 시민도 공공의 플랫

폼에 참여해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

‐ 또한 공공인프라 분야의 사물인터넷이야말로 기술적 플랫폼만 구축된다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해 오픈생태계 구성이 가능함

◦ 분석에서는 주로 현재 데이터의 품질문제(표준화,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 등)가 대

두되었고, 양적인 개방보다는 질적인 개방이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빅데이터캠퍼스 등 물리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개선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활용에서는 생산자·소비자의 데이터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제고, 이용자 유형별 데이

터 서비스 체계 구성 등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 기술·정책 등 지식을 공유하

는 아카이빙이 필요함

‐ 특히, 제공자 측면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의 

유동성을 통해 적시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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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개발자, 연구자 등 데이터 활용 전문분야에 따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를 쉽게 찾아 다운 받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활성화의 

본질이라 볼 수 있음

‐ 각 이용자 유형별로 요구하는 데이터의 양, 질, 종류가 다를뿐더러 공간데

이터, 연구데이터 등 데이터의 출처별·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비스하는 형태

는 달라질 수밖에 없음

2) 기본방향

◦ 앞서 살펴본 서울시의 정책, 실태, 촉진 및 저해요인 등을 종합해 서울시 공공빅데

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

◦ 첫째, 공공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은 ‘양’에서 ‘질’로 변경해야 하며 정책 목표는  

‘개방’이 아닌 ‘발굴’로 변화해야 함

‐ 공공데이터의 외연 확대는 기존에 생성하던 공공데이터를 심의해 개방하는 

방법에 치중해 왔는데, ‘개방’ 관점에서는 지난 5년간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

었고, 더 이상 개방되지 않은 가치 있는 데이터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특히, 현재 개방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규제개선이 없는 한 미개방 상태로 남을 여지가 높음

‐ 일각에서 말하는 규제완화는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제도를 개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가치 있

는 빅데이터를 발굴하여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임

 발굴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거나 뛰어난 것을 찾아 밝혀냄’을 뜻하

며, 다음 두 가지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➀ 활용성이 높고 가치 있는 공공빅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관리(품질 등)

➁ 시장수요가 높고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빅데이터를 생성

◦ 둘째, 공공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 요인은 ‘데이터’가 아닌 ‘사람’과 ‘조

직’의 문제로 각 이해당사자의 인식의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생성과 

수집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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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교육은 기술 지식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석유와 같은 21세기 새로

운 자원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시민·공무원·민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

 현재 빅데이터 교육 프로그램은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

육의 성격이 강하며(예. 프로그래밍 교육 등), 공공빅데이터의 개방과 서

비스의 주체인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과 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조직 간 분산되어 있어 데이터 소비자로 유통이 이어

지기 어려우며 중개역할을 할 정보화조직의 위상이 낮아 생성-수집관리-분석

-활용 등 데이터 생애주기 단계별 연계를 위한 강제성이 없는 상황임

◦ 셋째,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용자 및 데이터 형태에 따라 유형별로 데

이터 서비스 방법을 달리해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시민이 가진 가치 있는 행태 데이터를 직접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제공함으

로써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고,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교환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이익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함

‐ 시민·개발자·연구자 등 이용자의 유형과 통계·공간·연구 등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각 유형별 데이터에 대한 수요의 정도와 서비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서비스할지에 대한 전략’이 데이터 활용과 직결될 것임

◦ 넷째, 사물인터넷·블록체인·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통한 산업 육성과 공공빅데이터 

생성 및 활용은 서로 공생적 관계로, 서울시는 분야별 오픈플랫폼 생태계를 구축

하고 ‘플랫폼의 플랫폼’11) 전략으로 플랫폼 간 협업관계를 형성해야 함

‐ 기술 변화에 따른 신산업의 등장은 모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데이터

를 통해 창업하고 신기술 적용에 따라 생성된 데이터가 다시 창업의 기반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11) ‘플랫폼의 플랫폼’은 단일 플랫폼이 아닌 다양한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엮어 모든 관리주체가 협업하는 것으로 교통, 복지, 
에너지 등 분야별 플랫폼을 도시 전체로 연계하는 것을 의미함(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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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는 단순히 기술 창업기업 수 증가를 넘어서 양질의 빅데이터를 

생성 및 활용하는 것으로 재설계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와 유

통을 위한 각 기술 분야에 적합한 광의의 오픈플랫폼이 설계되어야 함

 서울시는 오픈플랫폼 설계를 위한 기술연구와 인프라 구축에 집중

2_주요 과제

1) 개요

◦ 서울시 공공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앞서 살펴본 4가지 전략방향을 추진하기 위

한 7개 분야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그림 5-1]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기본방향

[그림 5-2]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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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과제

◦ 「서울디지털기본계획2020」과 「2018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시행계획」의 사업은 지속

적으로 추진하되, 서울시에서 개인정보 등 법률적 제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

방정부의 공공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1) 공공데이터 기반조성

➀ ‘서울공공빅데이터’의 선정 및 중점관리

◦ 공공빅데이터 기반조성은 활성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와 개

방을 목표로 함

‐ 양질의 빅데이터를 정의하고 구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본 연구

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기술이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정하고자 함

출처 : McKinsey(2018)

[그림 5-3] 데이터 유형에 따른 잠재적 가치와 모델의 새로운 데이터 반영 주기

◦ 가상세계의 데이터가 현실세계에 적용되기 위한 혁신의 연결고리는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분석임. 맥킨지(2018)에서는 약 400개 기업사례 중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

우 경제적 가치가 잠재적으로 약 70%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였음

‐ 인공지능으로 활용되기 위한 데이터의 조건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포맷, 

적시성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 원천 데이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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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유형에 따른 잠재적 가치 증가분을 보면, 정형데이터가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비정형데이터에서도 잠재적 가치가 높게 나타

나며 전체 1/3사례가 한 달 이내로 인공지능모델의 변경을 필요로 함

◦ 정부는 2014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사회 대응 및 국

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수요가 높고 영향력이 큰 고수요·고가치·대용량 데이터

를 개방하고 있음

‐ 주요 개방 대상은 지능형 핵심소재 데이터, 융합형 대용량 데이터, 사회현안 

해결데이터로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자료임

‐ 대표적인 선정 기준은 국가 차원의 마스터DB12) 유무이며 인공지능의료영상, 

자연어 인식기반 언어음성정보, 전력사용량데이터, 한국아동패널조사정보(코

호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될 경우 빠른 개방을 위한 예산지원이 이뤄지며, 품질향상

과 표준화 제고를 위한 평가와 관리가 추진됨

‐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부터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진행해 빠르게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빅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함

◦ 서울시에서도 제한된 조직·예산 환경에서 빅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택적으

로 가칭 ‘서울공공빅데이터’를 지정해 품질관리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관심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선정기준으로는 마스터DB / 실시간데이터 / 데이터 활용수준 / 사물인터넷(IoT) 

/ 시민의 삶 / 데이터의 잠재가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앙정부와의 정책 중복

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정

12) 마스터DB는 다른 데이터 연계·활용에 주로 이용되며 데이터 속성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영향력이 큰 원천자료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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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공공빅데이터로 선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로는 ‘서울 지하철 실시

간 도착정보’, ‘서울시 실시간 도로 소통 정보’, ‘서울시 관측소별 실시간 기

상관측 현황’,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실시간 대여정보’ 등이 해당함

‐ 특히, 위 사례의 데이터는 웹페이지 및 앱 개발에 자주 이용되고 있어, 데이

터 호출 수 확장 및 품질의 지속적인 관리가 현재도 필요한 상황

➁ 5대 핵심분야 공공빅데이터 발굴

[그림 5-4] 5대 핵심분야 공공데이터 발굴

◦ 추진전략에서도 밝혔듯이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발굴을 위한 5개 분야를 선정

‐ 선정기준은 활용성이 높은 IoT/실시간 공공빅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성될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 등 디지털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임

◦ 분야별로 개별 플랫폼을 구축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이들을 연계해 서울시는 ‘플랫

폼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5대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과제(예. 미세먼지 저감)를 선정해 다년간 데이터를 생성

하는 접근이 효과적

◦ 특히, 에너지·재정 및 금융·산업인터넷 분야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며,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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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데이터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을 검토

‐ 두바이는 정부 서비스(비자 발급, 청구서, 라이센스 갱신 등)에 블록체인 기

술을 통합해 데이터의 유통과 진정성 유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➂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개방 표준

에 대한 가이드라인(공공데이터 개방표준)이 제시되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외

부 환경은 충족된 상태임

◦ 따라서, 서울시는 가칭 서울공공빅데이터에 한해 직접 관리하고 데이터의 생성과 

서비스 단계에서의 품질관리와 피드백 및 반영은 새로운 정보화실행조직이 운용하

는 것이 타당함

(2) 거버넌스·인프라

◦ 공공빅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은 거버넌스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

성화의 가장 중요한 열쇠임. 따라서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조직을 식별하고 데이터

생애주기 단계별 역할을 제안하고자 함

‐ 시민-민간-공공 등 포괄적인 거버넌스가 아닌 공공조직에서 어떻게 조직 간 

기능과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 제안함

◦ 서울시 빅데이터 거버넌스는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

구로 기능하고, 수집 및 저장관리(빅데이터개방팀 및 자원통합팀), 분석(빅데이터

분석팀, 인공지능팀), 총괄기획(빅데이터기획팀) 등 기능별로 나뉘어 있음

‐ R&D, 산업진흥, 교육 등 활성화 사업들은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시행

◦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기능별 조직은 신설되어 있으나 대시민·민간 서비스는 개별 

적으로 운영되어 활용조직과 서울시 조직 간 협력 관계는 형성되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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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데이터의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고 필요시 협조를 통해 데이터 서비스

로 데이터가 공유되는 상황이어서 물리적인 데이터 공유가 불가한 상황

 서비스 :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빅데이터캠퍼스,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그림 5-5] 서울시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현재)

◦ 서울시의 현재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살펴보면([그림 5-5]), 데이터 생애주기 

단계별/기능별 조직이 설립되어 있어 전면적인 조직개편은 필요하지 않음

‐ 단, 대시민·민간서비스는 각 인프라(빅데이터캠퍼스,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도

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의 목적에 따라 운영조직이 분산되어 있으며, 활용

조직과 수집 및 저장관리 조직 간 협업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➀ 데이터 생애주기 기반 ‘서울시 빅데이터-디지털전환 거버넌스’ 구성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공부문 내 거버넌스 조직모델은 ‘서비스공유모델’이며, 운

용형태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임13)

‐ 서비스공유모델 : 개별 조직은 각자의 데이터 활용 운영 및 집중 영역에 대

한 전략을 관리하고, 중앙은 실질 서비스의 실행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

13) 디지털거버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디지털재단, 2017)’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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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고 공유하는 형태

‐ 협력적 거버넌스 : 서비스를 중심으로 계획하여 관리 기능을 통제하는 기제

로 작동하는 목표중심적 운용방법

[그림 5-6] 서울시 빅데이터-디지털전환 거버넌스 체계(제안)

◦ 연구진에서 제안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살펴보면([그림 5-6]), 현재 조직의 틀을 유

지한 상태에서 데이터 서비스의 운영과 공공·민간 소통창구를 전담할 정보화진흥 

실행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기술조직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A. 빅데이터 저장소(데이터레이크) 기반 데이터의 물리적 공유와 기능분담

‐ B. 데이터 서비스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정보화진흥 실행조직의 설립과 운용

‐ C. 기술조직 간 협업 및 서비스 다변화

➁ 빅데이터 저장소(데이터레이크) 기반 데이터의 물리적 공유와 기능분담

◦ 데이터레이크의 원천저장소와 서비스데이터셋저장소를 물리적으로 연계해 공유하

고 서울시는 데이터의 생성·수집·저장관리를, 서울디지털재단은 분석의 대시민·민

간 서비스와 활용을 주 업무로 분담하는 것이 핵심임

◦ 데이터의 이동과 접근에 대한 이해당사자를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의 유입과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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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서비스를 전담해 활용성을 높임

‐ 서울시는 빅데이터저장소를, 서울디지털재단은 서비스 플랫폼과 인프라를 운

영·관리하며 원천데이터저장소와 서비스데이터저장소를 물리적으로 연계해 

조직 간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추진

출처 :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기반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컨설팅’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재작성

[그림 5-7]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의 구조(제안)

➂ 데이터 서비스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정보화진흥 실행조직의 설립과 운용

◦ 서울디지털재단 산하에 가칭 ‘정보화진흥본부’를 신설하고 데이터의 서비스, 품질

관리, 공공빅데이터 발굴 등의 업무를 전담

‐ 국내에서도 정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이 민간부문과의 접촉점을 적극적으로 확

대하고 서비스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내 ‘공공데이터활

용지원센터’를 설립한 경험이 있음

 주요 업무는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 품질관리, 활용서비스 모델개발 등임

‐ 공공데이터의 소유와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상 서비스를 민간에 

이양하기보다는 산하기관 내 실행조직을 설립하여 담당하게 하는 것이 타당

 정보화진흥본부의 주요 업무는 대시민·민간 서비스 운영·관리, 공공데이

터 품질관리, 중점 공공빅데이터 발굴 프로젝트, 공공·민간 소통창구, 



122 /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활성화방안

활용조직과 데이터서비스 연계 추진 등임

➃ 기술조직 간 협업 및 서비스 다변화

◦ 서울시는 데이터의 생성에서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데이터기술이 적극적으로 적

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과 협업을 진행해야 함

‐ 특히, 사물인터넷은 새로운 빅데이터가 가장 많이 창출될 매체로 예측되는 

만큼 사물인터넷 데이터 표준화 지침과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기술연구원을 활용해 정보화 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함

◦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서울특별시 빅데이터심의위원회는 서울혁신성장 위원회, (가

칭)서울스마트시티14) 위원회와 정책공유 및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데이

터가 산업진흥 또는 도시인프라의 정보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

◦ 데이터 서비스는 이용자 및 데이터의 형태를 고려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일반시민 및 개발자 대상의 통계/원천데이터 서비스

 열린데이터광장은 카탈로그 형태의 원천데이터 제공과 OpenApi서비스

를 중심으로 제공 

‐ 서울공간정보 : 도시계획, 건축물, 환경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서비스

‐ 서울연구데이터 : 설문조사 등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연구데이터의 성과물을 

수집하고 특정 연구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서비스

 2018년 발족한 서울싱크탱크협의체(SeTTA)와 연계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성

‐ 서울시민 Mydata15) : 시민참여형 데이터 수집 및 개방·활용 플랫폼으로 시

민이 자발적으로 개방하거나 서울시의 도시혁신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활용이 어려운 개인정보 데이터를 중개하고 활용하는 플랫폼 서비스

14) 2018년까지 서울시 내 스마트시티를 전담할 조직 또는 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으나, 바르셀로나 등 스마트시티 해외 여러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조직 또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관련성이 높아 본문 내용에 포함

15)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활용체계를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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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 없이 비식별조치를 거쳐 

공공·민간의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2018년 정부에서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3) 교육

◦ 서울시의 빅데이터 관련 교육은 시민·민간 등 자격제한 없이 열린 강의 형태로 빅

데이터캠퍼스와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에서 진행 중이나, 공공(공무원 및 공공

기관)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 및 조직은 없는 상황임

‐ ‘2019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디지털 리터러시16) 확산

과 내재화 추진을 위해 인재개발원과 연계해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데이

터 활용 교육을 실시 중임

 팀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진행되며, 현업부서에서 데이터 활용 분석 

시 빅데이터분석팀에서 데이터활용 안내와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임

‐ 하지만 직무교육 수준의 단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 부처별 데이터분석 전

문가 양성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전체 직원의 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

기에도 부족

◦ 따라서 공공(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대상 ‘데이터과학 석사과정’을 신설해 

전문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데이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교육을 제안함

◦ 데이터과학 석사과정 전문교육은 공무원 재교육과 도시과학 분야에 특화된 서울

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에 데이터과학 통섭형 복수전공17)을 신설해 분야별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

‐ 행정·도시계획·교통·환경·공간정보 등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한 가운데 빅데이

터 확보 및 처리와 분석능력을 배양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고 부처별 도메

인에 특화된 인력 육성을 목표로 함

16) 디지털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분석해 가치를 추출하고 해석, 시각화, 전달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17) 서울시립대 융복합전공학부(학부과정)의 통섭형 복수전공이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음(예. 국제관계학-빅데이터분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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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수학·컴퓨터과학에 전문화된 인력보다는 도시 분야별 데이터를 다

루고 적용할 수 있는 융복합 인재 양성에 초점

◦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교육은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필요성, 데이터 소유에 대한 인

식전환(부처 → 서울시), 성공사례 공유 등 전체 교육으로 진행

(4) 시범사업

◦ 시범사업은 2018년 처음 도입된 서울디지털재단의 시장 창출형 빅데이터 활용 시

범사업을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과 연계해 확대운영하고 비정형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혁신 시범사업을 시행

◦ 비정형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혁신 시범사업은 텍스트, 음성, 동영상 등 비정

형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거나 민간에 적용해 

신규 시장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예를 들어, 다산콜재단에서는 연간 600만 건에 달하는 상담관련 데이터가 

생성되어 시민의 수요 파악이 가능하며 서울시민 트렌드 파악을 위해 민간

에서도 활용이 가능

‐ LA에서는 쓰레기 수거차에 카메라를 설치해 쓰레기의 위치와 유형을 확인할 

뿐 아니라 노숙자 현황파악 및 공공시설물 파손 감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양천구에서도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폐기물 사진을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자

동으로 폐기물의 유형을 분류해 시민에게는 요금을 안내하고 처리업자에게

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

(5) R&D

◦ R&D는 데이터 품질, 표준, 개방, 플랫폼, 데이터레이크 등 빅데이터·사물인터넷

(IoT)·인공지능·블록체인 관련 정보화 및 기술연구를 의미하며, 2018년 설립된 서

울기술연구원을 활용해 데이터 및 기술 간 융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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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중심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지원을 위한 

서울디지털재단의 R&D 기능과 차별화

(6) 산업진흥

◦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혁신성장프로젝트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지역거점으로 

인공지능에 특화된 양재와 사물인터넷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G밸리를 언급

‐ 양재는 공공선도앵커시설인 ‘양재R&D혁신허브’에 2022년까지 인공지능분야 

혁신기업 100여 개가 입주할 예정이고, G밸리는 IoT융복합산업지원시설을 확

충할 예정임

 서울IoT센터가 개관해(2017년) 가공·시험장비 등 공유인프라를 제공 중

◦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의 기반은 빅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데

이터를 생성 및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플랫폼은 없는 실정

‐ 베이징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산업생태계 공간으로 중관춘(中關村)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중관춘 빅데이터산업원(中关村大数据产业园)’을 

설치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 간 융합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 따라서, 각 거점별 특화된 캠퍼스를 신설하고 상암·양재·구로 캠퍼스 간 역할을 정

립해 빅데이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산업육성을 위한 캠퍼스의 주요 기능은 분야별 특화된 데이터의 제공과 유

통, 데이터 인프라 제공(서버 등), 기술컨설팅을 통한 오픈생태계 구축임

구분 빅데이터캠퍼스(상암) AI 빅데이터캠퍼스(양재) IoT 빅데이터캠퍼스(구로)

대상 시민·일반기업 AI·블록체인 관련 기업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

기능 정보서비스 제공 산업 육성

주요
서비스

- 클라우드 기반 분석인프라
- 공공·민간 데이터 제공·유통
- 공모전 등 교육 프로그램
- 시민참여 플랫폼 제공

- 데이터 인프라 지원
- AI 데이터 제공·유통
- 기술개발 및 컨설팅
- 산학협력체계 구축
- 법률서비스 등

- 데이터 인프라 지원
- IoT 데이터 제공·유통
- IoT 오픈플랫폼 컨설팅
 (표준지침 등)
- 법률서비스 등

[표 5-2] 빅데이터캠퍼스별 기능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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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도개선

◦ 제도개선은 데이터의 생성과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데이터를 하나

의 성과물로 관리하는 방안임

‐ 개인정보 등 규제완화는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 진행

◦ 주요 내용은 데이터 관련 성과물의 의무제출, 정보화 관련 사업 시 데이터 개방 

및 시스템 연계 방안 수립 등

‐ 데이터 관련 성과물의 의무 제출은 서울시 물품·용역 계약 시 성과물 내 데

이터 관련 내용(설문조사 등)이 포함될 경우 데이터도 성과물의 하나로 보

고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임

‐ 정보화 관련 사업 시 데이터 개방 및 시스템 연계 방안 수립은 정보시스템

을 구축할 때 데이터의 품질관리와 개방에 대한 계획을 명시하고 서울시 데

이터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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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olicies to Revitalize the Public Big Data in Seoul

Bong Choi ․ Jongjin 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public 

Big Data in Seoul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the revitalization 

of Seoul’s public Big Data. Big Data is perceived as innovation 

resources under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ata 

economy. Especially, public Big Data serves a significant role in terms 

of universal access for citizens, startup, and enterprise compared with 

the private sector. Seoul reorganized a substructure of government’s 

focus on Big Data and established organizations such as Big Data 

Campus and Urban Data Science Lab. Although the number of public 

open Data has increased in Seoul, there exists not much Data with 

characteristics similar to Big Data, such as volume, velocity, and value. 

Most of the developers and startup suggest extending the scope of 

open data policy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Big Data. Also, overseas 

cities set the foundation of Big Data by encouraging participation 

from the citizens and developing open platform system.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eoul should contemplate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First, the perspective of open data policy 

paradigm should change from the quantity to the quality. Second, it 

is desirable to focus on the governance for the revitalization of Big 

Data. Seoul’s Big Data group should be reorganized based on the rights 

of data, which is derived from stages of data life-cycle. Third, the 

government should concentrate on universal access through various 

online platforms. Fourth, the connection between technological 

platforms such as IoT and AI is recommended as it would encourage 

distribution of valuable Big Data for promoting the digit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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