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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정보를 어떻게, 어떤 수준까지 개방할 것인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13.5.14 국무회의)

“작은 정보 하나라도 개방하고 공유하면 실제 국민 삶에 큰 도움 될 것”(13.6.19 정부3.0 비전선포식)

“정부3.0은 개방에서 끝이 아니라 민간 활용으로 사회수준을 업그레이드”(13.6.29 수석비서관회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제고해

일자리와 가치 창출

국민과의 소통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 3.0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 및 공유

하고 민간이 활용

미국‧EU‧영국 등 선진국은 오픈데이터 기본계획 및 법제도 마련

UN 전자정부 평가 항목에 공공데이터 개방(Open Gov.data) 추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의지 천명!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 07. 30 공포, 10.31 시행)

공공데이터 관련 법률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개소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제공을 총괄
하는 책임관을 임명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

1.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vs 정보 공개

구분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 공개

정의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
이터에 접근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시민의 청구에 열람, 사본, 복제의
형태로 정보를 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

목적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의 향상과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을 제고

근거 법령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공 및
공개 단위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 문서, 도면, 사진

1. 공공데이터 개방



2. WISE 3.0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플랫폼 WISE 3.0은 WISE Open™을 중심으로 시각화와

데이터품질관리 도구가 결합되어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

위세아이텍의 WISE 3.0 제품군



WISE 3.0 업무흐름도

공공데이터를 실시간, 주기적으로 연계·수집하여 이를 시민에게 공개

대기
환경

소방

지리

차량

민원

교통

배출
가스

시설물

도로

건물

행정

관광

수집 가공 적재 서비스

공공데이터

2. WISE 3.0

http://shopping.naver.com/detail/detail.nhn?cat_id=30006020&nv_mid=5567025492&frm=nv_model&tc=3
http://shopping.naver.com/detail/detail.nhn?cat_id=30006020&nv_mid=5567025492&frm=nv_model&tc=3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viewloc=1&where=idetail&rev=11&query=%BA%ED%B7%A2%BA%A3%B8%AE&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pq=1&start=5&a_q=&n_q=&o_q=&img_id=blog30095671|17|140108476880_1&face=0&color=0&ccl=0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viewloc=1&where=idetail&rev=11&query=%BA%ED%B7%A2%BA%A3%B8%AE&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pq=1&start=5&a_q=&n_q=&o_q=&img_id=blog30095671|17|140108476880_1&face=0&color=0&ccl=0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viewloc=1&where=idetail&rev=11&query=%B0%B6%B7%B0%BD%C3s&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pq=1&start=6&a_q=&n_q=&o_q=&img_id=blog34338782|2|130094595810_1&face=0&color=0&ccl=0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viewloc=1&where=idetail&rev=11&query=%B0%B6%B7%B0%BD%C3s&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pq=1&start=6&a_q=&n_q=&o_q=&img_id=blog34338782|2|130094595810_1&face=0&color=0&ccl=0
http://blog.danawa.com/prod/?prod_c=1035171
http://blog.danawa.com/prod/?prod_c=1035171
http://www.vop.co.kr/A00000325241.html
http://www.vop.co.kr/A00000325241.html


WISE Open™

공공데이터 연계

공공데이터개방 프로세스공공데이터개방 프로세스

공공데이터제공 서비스

공공데이터 포탈

공공데이터 DB

수집 가공 적재 서비스

공공데이터
DB

Link API

시민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참여, 소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공공데이터개방관리 도구

2. WISE 3.0



WISE Visual™과 WISE OLAP™

시각화 도구인 WISE Visual™ 과 WISE OLAP™ 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여러 관점으로 탐색

WISE VisualTM WISE OLAPTM

데이터의 전체적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적합한 유형의 그래픽을 이용

데이터의 세부 부분을 여러 관점에서
탐색적으로 분석

직관적인 표현 중심 탐색 중심

2. WISE 3.0



WISE Visual™

빅데이터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인지하게 하는 시각화 도구

2. WISE 3.0



WISE OLAP™

빅데이터의 세부적인 부분을 여러 관점에서 탐색적으로 분석

연 탐색 시각화
다차원 탐색 시각화 연계 탐색 시각화

드릴다운 탐색 시각화

2. WISE 3.0



WISE DQ™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킴

2. WISE 3.0



공공데이터개방 프로세스 공공데이터 포털

공공데이터 연계 공공데이터제공 서비스

공공데이터개방 프로세스

기준정보 관리

분류체계 관리

시스템정보 관리

담당자 관리

메타정보 관리

참여소통

개발자 공간

아이디어 제안

우수 사례
수요 조사

외부데이터 연계

데이터 등록

데이터 승인

데이터 공유

로컬 DB 

카탈로그

개방프로세스 관리

개방 요청

개방 승인

개방 취소

개방 모니터링

DB 연계

연계DB 관리

연계테이블 관리

개방데이터목록 관리

수요 조사

연계 모니터링

제공데이터

시트

차트

맵

OpenAPI

파일

링크

사이트소개

사이트 안내

이용약관

자료실

고객센터

공지사항

F A Q

Q&A

My Page

3. WISE Open™



공공데이터 포탈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참여, 소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사이트 특성에 맞도록 메뉴의 조합이 가능

통합검색, 추천정보, 주간/월간
인기정보, 자료실, 배너존, 최근

등록정보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
설명만으로 활용이 가능

3. WISE Open™



공공데이터개방 프로세스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개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개방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지원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 보유항목을 관리

공공데이터항목 관리

공공데이터 개방요청, 개방 취소 등
공공데이터 개방 프로세스를 지원

개방프로세스 관리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 대국민
활용실적 등 다양한 통계 정보 제공을

통한 모니터링 기능

개방 모니터링

특정관리자 IP 만 접근 허용
권한체계를 통한 데이터 접근 통제

보안 관리

3. WISE Open™



공공데이터 연계

공공데이터 개방관리 도구

공공데이터 DB

공공데이터 연계 프로세스공공데이터 원천

수집 가공 적재 서비스인
터
페
이
스

연계 가이드 제공

체계 연동 가이드 제공

데이터 제공이 용이하도록 가이드
제공을 통해 공공데이터
수집의 효율성을 강화

연계 데이터 표준화 수립

각 원천 데이터 별로 동일한 항목 및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지원

3. WISE Open™

대기
환경

소방

지리

차량

민원

교통

배출
가스

시설물

도로

건물

행정

관광



Sheet와 Chart 서비스

공공데이터를 Sheet와 Chart 형태로 조회

Sheet 서비스 Chart 서비스

일반시민,기획자, 연구자가
공공데이터를 조회하고 다양한

양식으로 다운로드
다양한 차트를 제공

3. WISE Open™



Map 서비스

좌표 정보가 있는 공공데이터를 Map으로 제공

Google 및 Naver 지도의 API 
활용이 가능하여 별도의 Map 관련
라이선스가 불필요 함.

3. WISE Open™



OpenAPI 서비스

REST(1) 방식의 OpenAPI 로 공공DB 를 제공

*주_(1)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는 월드와이드웹과 같은 분산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한 형식. 

주요기능

01. OpenAPI 관련 인증키
신청 프로세스를 제공

02. API 개발 명세서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

REST 방식의
표준 API 인터페이스를 제공

OpenAPI 설정 만으로
다수의 API 서비스를 제공

3. WISE Open™



공공데이터 제공 서비스

다양한 사용자 계층의 공공데이터 활용성 강화를 위해 관리자 설정만으로 공공데이터를

Sheet, Chart, Map, File, OPEN API로 제공

Sheet

Chart

Map

OpenAPI

3. WISE Open™

서비스 설정

메타데이터 관리

미리보기 기능 제공



4. 적용 사례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주요기능

대기오염 캘린더뷰

인구추세 모션챠트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목표로 현재 100종에서 2014년까지 150종을 개방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으로 확장하고 시각화를 도입할 예정

4. 적용 사례



시각화 1

서울시 일 평균 대기오염도 데이터(1년치)를 WISE Visual의 Calendar View 로 구현

지역별 추세를 직관적으로 인지표 형태의 데이터 표현

4. 적용 사례



시각화 2

인구, 가구수 증감에 따른 주택 현황의 지역별 추세를 WISE Visual의 Motion Chart로

구현

표 형태의 데이터 표현

*광역시인구, 가구, 주택수데이터를각각엑셀로다운로드

지역별 추세를 직관적으로 인지

4. 적용 사례



5. 기대 효과

표 형태의 데이터 표현

공공데이터 개방

WISE 3.0

시각화로 공공데이터를
쉽게 이해

검증된 솔루션 기반의 안정된
시스템 구축

공공데이터 활용성 증대

데이터품질 보장

다양한 형태의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를 제공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 적용된

공공데이터개방 패키지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

시각화 도구인 WISE Visual™과

OLAP™ 활용으로 공공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세부적 탐색

데이터품질관리 도구인 WISE DQ™ 

활용으로 개방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

WISE 3.0

기대효과



검증된 솔루션 기반의 안정된 시스템 구축

사용자 요건에 맞는 설정으로 서비스를 즉시 생성

5. 기대 효과

즉각적인 서비스 생성검증된 솔루션 기반 구축

공공데이터개방관리 도구 WISE Open™ 



일반시민, 연구자, 기획자가 효과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제공

SHEET

Chart

Map

Dataset

OpenAPI

공공데이터 활용성 증대
5. 기대 효과



공공데이터 이해도 증진

직관적인 이해도 증진

데이터를직관적으로인지할수있는

형태로정보를제공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이결합되고

동적인움직임으로정보를제공

다수의데이터를융합하여

새로운형태로정보를표현

세부데이터를여러관점에서

탐색분석

5. 기대 효과



데이터품질 보장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

<보유 공공정보>

개방가능 공공정보

<공공데이터포탈>

政, 産, 學, 硏, 市民

<공공정보 수요자>

공개 공공정보에 대한 신뢰성 향상

데이터품질관리 프로세스

품질

측정
DQMS

품질

개선

지원

5. 기대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