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를 통한 투명성과 혁신 그리고 오픈데이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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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공공데이터

산으로 갈 것인가?

바다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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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열린 정부

정보공개를 통한투명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자원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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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디지털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데이터는자원이고재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챗봇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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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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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작은 양의 어떤 한국 데이터가 필요할 때



6

C. O. D. E.

우리는 왜?

공공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용해 보려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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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맞습니다.

막상 찾아보면 쓸 만한 것이 없죠?

왜 쓸만한 것이 없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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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데이터를찾아서개방할것인가?

VS
일단모두 개방할것인가? (보안등, 개인정보관련 등 제외)

안 찾아지는 것이 문제일까요?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있는데 데이터가 별로인 것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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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안 찾아지는 것이 문제일까요?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있는데 데이터가 별로인 것이 문제일까요?

그나마 관심을 갖았던사람도
좌절하게됩니다.

고민하게됩니다.
1. 정제해서쓸까?

2. 담당자에게물어볼까?
3. 살까?

그래서 수요가많은 데이터를개선해

나가면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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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출처 : http://5stardata.info/en/

개선은 이런 방식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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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1 단계 : 활용 가능한어떤 데이터가있는지 알아야합니다. 

2 단계 : 그데이터가어디에있는지알아야합니다.

3 단계 : 그 데이터에접근이 가능해야합니다.

4 단계 : 그 데이터가기계적 활용이유용해야합니다. (기계판독)

5 단계 : 연결을통해 더 큰 가치를갖을 수 있어야합니다.

데이터가 잘 활용되려면?

여기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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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http://www.ddaily.co.kr/news/
article.html?no=15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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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현재 대부분의 기관은

어떤 데이터가, 어느 서버에 , 누구의 관리하에

어떤 형태로, 어떤 정책하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정규직 SI, SM 순환보직 행정직 위주 낙후된 시스템

무관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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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번호 데이터 이름 공개 여부 담당 공개 유형 민간정제,활용 피드백

1 전국 맛집 데이터 가능 한국관광공사/XX과 [PDF][Excel][CSV] [ ] [ ]

2 영화 예매 데이터 가능 영화진흥원/XX과 [CSV][API] [ ] [ ]

3 사드 배치 데이터 불가능[이유] 국방부/XX과 [ ] [ ]

4 전국 국립공원 데이터 가능 국립공원관리공단/XX과 [CSV]        [LOD] [ ] [ ]

번호 제목 파일 유형

1 데이터를 받아서 주소 정보를 정제했습니다. [CSV]

2 주소 정보에 위경도 정보와 우편번호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CSV]

3 2번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역별/분류별 통계를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ZIP][깃헙링크]

번호 제목 작성자

1 API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길동

2 도립공원은 추가 안되나요? 홍길동

3 위경도 정보 추가 안되나요?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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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번호 데이터 이름 공개 여부 담당 공개 유형 민간정제,활용 피드백

1 전국 맛집 데이터 가능 한국관광공사/XX과 [PDF][Excel][CSV] [ ] [ ]

2 영화 예매 데이터 가능 영화진흥원/XX과 [CSV][API] [ ] [ ]

3 사드 배치 데이터 불가능[이유] 국방부/XX과 [ ] [ ]

4 전국 국립공원 데이터 가능 국립공원관리공단/XX과 [CSV]        [LOD] [ ] [ ]

번호 제목 날짜 파일

1 최초 공개 20150203 [CSV]

2 위경도 정보 추가 공개 20160203 [CSV]

3 향후 LOD 적용 계획 (2017년경) 20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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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각 기관별 데이터에 대한전수조사가

먼저 필요할까요?

그건 너무 어렵고, 감당 안되고 그럴 겁니다.

그런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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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사단법인 코드는

CODE가 아니고 C.O.D.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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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사단법인 코드가 하는 것들

1. CCL 보급, 확산

2.공유경제

3.코드나무

4.열린정부와데이터를통한혁신을위한모든 것

이것 저것 가리지 않는 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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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나무 - 해커톤

http://codenamu.org/projects/hacka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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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나무 - 해커톤

http://codenamu.org/projects/hacka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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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나무 - 코드포서울

http://codenamu.org/projects/codeforseoul/

글로벌커뮤니티, 코드포서울

2014년 코드나무는 국내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바탕
으로 열린 정부를 위해 노력하는 해외 조직 및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코드포아메리카와 교류 시작

첫 협력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 도시를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들과의 협력을 강화
하고 소통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코드포아메리카 브리
게이드 네트워크에 코드포서울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참여

http://codeforamerica.org/
http://www.codeforamerica.org/brig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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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나무 – 관련 프로젝트 : 정치

http://codenamu.org/works/

고위 공직자재산 공개

• 뉴스타파와협업하여기관별로산발적으로공개 되어있던

• 고위공직자들의재산 내역을한데 모아 시민들이쉽게찾아 볼 수 있는웹사이트를제작

• 고위공직자의경우여러 해에 걸친재산 형성과정을 직접추적 가능

• 공직자들의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근거해 1993년처음 시행

• 재산공개제도는고위공직자의 재산을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부정부패를예방하기위한 제도

• http://codenamu.org/works/jaesan-newstapa

19대국회의원성적표

• 19대국회의원의활동을 정리

• 국회의원들의표결및 출석 양상은흥미로운방식으로목격

- 표결 전여야의 합의를통해 불참자를제외한전원 찬성을받아내는 법안이있는가하면,

- 첨예한대립 속 다수여당의 지지로통과된 법안

• https://read-data.codenamu.org/congress-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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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나무 – 관련 프로젝트 : 재정

http://codenamu.org/works/

http://transparency.codenam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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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나무 -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http://codenamu.org/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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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moonwatch

promisetrace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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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공공데이터 말아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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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공공데이터

공개가 먼저인가?

활용사례 발굴이 먼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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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D. E.

공공데이터

산으로 갈 것인가?

바다로 갈 것인가?

관심 고민 애정 노력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