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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추진배경

○ ｢제3차(’20~’22)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
(’21.4) 등에 따라 ’22년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추진할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 수립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II. 주요 성과 

○ (중장기 개방) 14.8만개로 중장기 목표 초과 개방 및 다운로드 3천만건 돌파

※ 중장기 전면개방 계획(’19∼’21년 총 14.2만개 테이블) 목표 6,252개 초과 개방

개방(테이블 수 기준) 활용(공공데이터포털 다운로드 기준)

○ (표준화·품질)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1,055개 제정 및 데이터 생성‧구축부터 

사전적‧예방적 품질관리 확대 시행 등 표준화·품질관리 강화 

○ (사회현안해결) 코로나19 백신접종, 요소수 재고등의 개방 및 활용 지원으로

국가·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

○ (디지털뉴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선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7,610명)

및 데이터기업매칭 사업으로 데이터 전문기업 지원(400억원)

� ◇� ’22년은� 제3차� 기본계획(‘20~’22)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활용지원�강화로�정부혁신과�데이터�경제�추진에서�핵심적인�역할�제공�

� � ⇒� 국민�수요가�많은�다양한�공공데이터�개방�및�활용�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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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2022년 주요 추진과제

< 2022년 공공데이터 정책의 방향 >

구분 2022년 시행계획

개  방 국민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데이터 개방

생태계 데이터가 안전하고 쉽게 유통되는 생태계 조성

활  용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기  반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및 글로벌 협력 강화

1   국민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데이터 개방   

① 국가 중점분야별 데이터 개방 및 미개방 데이터 개방 확대

○ 신산업‧사회현안 관련 7개 영역 21개* 중점데이터개방 과제 추진

* 신산업분야 과제(12개) : 자율주행(2)‧헬스케어(3)‧스마트시티(2)‧금융재정(5)
사회현안분야 과제(9개) : 재난안전(3)‧생활환경(4), 공공행정(2)

○ 메타관리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개방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기 개방 데이터의 유용성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컨설팅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열차승차권 진위확인 등 사회 이슈 및 국민

요구가 많은 데이터 우선 개방 지원

 ② 비정형 ‧ 융복합 데이터 개방 지속 추진  

○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활용량 폭증이 예상되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유형별 체계적 관리 및 개방 추진

○ 문화, 산업, 국토관리 등 주요분야에서 융·복합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

③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강화

 ○ 기초지자체까지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및 점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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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데이터의 용어·형식 등을 표준화하고 기관별·
분야별 표준화 지원 확대

*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 (’21) 1,055개 → (’22) 1,500개(누적) 이상(목표)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 (’21) 137개 → (’22) 154개(누적) 이상(목표)

2  데이터가 안전하고 쉽게 유통되는 생태계 조성

 ④ 공공데이터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 개별기관 데이터 포털 신규 구축 전 공공데이터 사전협의 강화,
개별기관 데이터 포털을 공공데이터 포털로 통합‧연계하여 접근성 향상

⑤ 성장단계별 데이터 기업 지원 확대

○ 데이터 역량 부족 및 컨설팅‧홍보 미흡 등 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공공데이터 집중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공모전 수상팀 등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유니콘기업 발굴 

및 성장 촉진 지원

○ 데이터 구축·가공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데이터기업을 연결해주는

｢기업매칭 지원사업｣ 확대('22년 500억 규모)

 ⑥ 공공데이터의 원활한 거래 및 유통 인프라 지원   

○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 및 

기업에 대한 데이터 구매‧가공 비용 지원
* 데이터 안심구역(통계, 교통, 농식품 등), 데이터 거래소(금융, 에너지 등),
바우처 등 데이터 구매‧가공 지원(제조, 기상, 중소기업 등)

3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⑦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 

 ○ 상시 채널, 간담회‧협의회, 수요조사, 경진대회 등에서 제기된   

개발자‧기업‧시민단체 등의 다양 수요‧의견을 정책에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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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민-관 파트너십 확대로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

○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빅해커‧개발자 등과 긴급한 사회현안을 

발굴·해결하는 ‘공공데이터 기반 협력 프로젝트’ 체계 운영

⑨ 국민의 데이터 자기결정권 확립

○ 금융, 공공 등 주요 영역에서 국민 스스로 개인 데이터를 제공‧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제공 및 자기결정권 확립

4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⑩ 국민의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국민이 원하는 수요가 높고 개방효과가 큰 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지속 추진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 운영 및 가명처리 교육‧
컨설팅 지원

⑪ K-공공데이터 정책 글로벌 전파 및 국제협력 확대

 ○ ‘22년 OECD 공공데이터 시범 조사 참여 및 평가 대응

○ 국제기구·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K-공공데이터 개방 우수사례 공유

 ⑫ 공공과 민간의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  

○ 국민‧공무원 데이터 역량강화 및 공공부문 데이터 전담인력 증원

* (공무원) 783개과정 96,883명 (국민) 120개과정 16,866명 교육

○ ’22년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및 미흡기관 컨설팅으로 공공부문 역량 제고

 IV. 2022년 예산 규모

○ 총 5,411억원〔전년 대비 15억원 증가〕

※ 중앙행정기관 4,776억원, 지자체 6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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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행계획 개요

□ 추진배경

○ (목적)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3차(’20~’22)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

(’21.4) 등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2022년도 세부 이행과제 수립 필요

* 매 3년마다 수립(법 제7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의결(’19.12.)

 < 수립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

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제출대상 : 중앙행정기관(47개) 및 지방자치단체(17개) 등 총 64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포함

□ 추진경과

○ 2022년도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기관 통보     : ’21. 11. 25.

○ 기관별 시행계획 작성지침 설명회 개최(오프라인) : ’21. 11. 25.

○ 기관별 시행계획 작성 및 제출                     : ’21. 12. 24.

○ 시행계획 수립 관련 국민 의견 수렴       : ‘21. 12. 29~’22. 1. 7

○ 범정부 시행계획 수립(기관별 계획 검토․정리 등 ) : ’22. 1. 18

□ 향후 계획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 확정 : ’22.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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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성과
  중장기 이행 목표에 대한 초과 개방 달성 * 포털 및 목록등록관리 기준

○ 중장기 개방 목표(14.2만개)를 6,252개 초과한 14.8만개 전면 개방 

* 148,853개(테이블 기준) : (’19까지) 44,045개 ⇨ (’20) 105,786개 ⇨ (’21) 148,853개 완료

○ 공공데이터 포털 가입은 전년보다 8.7만명 증가한 39만여명 수준
* 395,022명 (누적) : (’19까지) 238,296명 ⇨ (’20) 307,178명 ⇨ (’21) 395,022명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2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자율주행자 데이터, 스마트전력 거래정보, 감염병 관리시설 정보, 119 구급정보 등)

* 개방분야수(누적) : (’19) 96개⇨ (’20) 121개⇨ (’21) 147개 분야 (전년대비 +26개)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포털 회원수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개선

○ 기계판독(machine readable) 가능한 오픈포맷 데이터 비중 93% 달성

* 오픈포맷 비중 : (’19) 88.89% ⇨ (’20) 92.15% ⇨ (’21) 93.37% (전년대비 +1.22%p)

○ 융‧복합 및 공동활용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 공공데이터 표준화 강화

* 제공표준 제정(누적) : (’19) 120개 ⇨ (’20) 122개 ⇨ (’21) 137개

공통표준용어 제정(누적) : (’20) 535개 ⇨ (’21) 1,055개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비중 공공데이터 제공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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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및 창업 활성화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내 공공데이터 다운로드 건수 3천만건 돌파

* (’19) 13,141,413건 ⇨ (’20) 20,848,555건 ⇨ (’21) 33,340,436건(전년대비 +1,249만건)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웹‧앱 서비스 2,724개 개발‧제공

* 활용서비스 : (’19) 2,448개 ⇨ (’20) 2,615개 ⇨ (’21) 2,724개(전년대비 +109개)

○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정보를 오픈API 기반으로 개방 및 제공

* 30여개 휴‧폐업 조회 서비스 앱 출시 및 3개월 간 6천 8백만건의 호출건수 기록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 데이터 기업의 성장 지원

* 전국 6개 거점지역 창업지원 공간인 ‘오픈스퀘어-D’를 통해 실습교육(28회), 컨설팅

및 투자설명회(42개 기업), 커넥션데이(10회), 데이터 활용 체험공간 운영 실시

** 공공기관담당자들이알려드리는공공데이터설명회를통한개방현황․활용방법등소개

(과기정통부‧행안부‧식약처‧제주특별자치도‧한국수자원공사 등 20개 기관 참여)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공공데이터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기업 매칭지원

○ 디지털 뉴딜 2년차를 맞아, 기관에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을 활용한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 데이터 오류율 개선 등 데이터경제 선도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 7,610명을 선발하여 전국 407개 기관 및 138개 데이터 기업매칭사업 현장을 지원

○ 공공데이터 신규구축‧가공이 필요한 수요기관에게 데이터기업  

매칭지원을 통해 데이터 신규 개방 및 품질개선 가속화(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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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각 기관별 2021년 주요 성과 

 

 

 
《 주요 우수 사례 》  

* 2021년도 기관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실적, 포털․목록등록관리시스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기관명 주요 내용

국토
교통부

§ 중장기개방이행실적: (’19) 663개⇨ (’20) 5,689개⇨ (’21) 3,462개개방완료
§ 국토부대민서비스(61개 시스템) 품질오류신고센터운영
§ 국토교통부기관표준용어(345개) 및 단어(62개) 개정 및메타관리시스템반영
§ 국토부 기관 담당자가 알려주는 공공데이터 설명회 개최(‘21.9월)
§ 국토교통분야 창업및가명정보결합아이디어공모전(6월), 해커톤(8월) 개최

경찰청

§ 중장기개방이행실적: (’19) 475개⇨ (’20) 167개⇨ (’21) 192개 개방완료
§ 아동학대 예방, 교통안전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비정형데이터 개방 확대
§ 경찰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도입, 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한모바일전자
문진표 개발‧제공

§ 도시교통정보센터의교통돌발정보, 소통정보등민간제공(현대오토에버등, 159건)

기상청

§ 중장기개방이행실적: (’19) 113개⇨ (’20) 159개⇨ (’21) 103개개방완료
§ 정보취약계층대상으로기상정보전달및활용방법 대국민 교육(41회, 904명)
§ 라오스태풍감시·예측통합플랫폼구축기술지원및역량강화실시(～‘23)
§ 필리핀기상수치예보를위한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10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중장기개방이행실적: (’19) 242개⇨ (’20) 1,302개⇨ (’21) 1,564개 개방완료
§ 과기정통부공공데이터품질관리를위한데이터품질관리체계정의서제정(‘21.8월)
§ 과기정통부기관담당자가알려주는공공데이터설명회 개최(‘21.8월)
§ 공공데이터 이해(4,728명), 표준화 및 품질관리,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321명)

행정
안전부

§ 중장기개방이행실적 : (’19) 273개⇨ (’20) 7,527개⇨ (’21) 1,632개개방완료
§ 행안부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컨설팅으로 기관 표준(용어: 4,023개,
도메인: 161개, 단어: 4,692개) 정의, 메타데이터 등록 89건

§ 행안부 기관 담당자가 알려주는 공공데이터 설명회 개최(‘21.8월)
§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추진을 통한 데이터 활용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인천
광역시

§ 중장기개방이행실적: (’19) 428개 ⇨ (’20) 639개 ⇨ (’21) 520개 개방 완료
§ 택시 IoT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포트홀, 진동값등실시간정보상황모니터링
정보시스템구축및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일제정비를통한전수파일데이터표준화적용(856건)
§ 공공데이터 개요․활용 역량 강화 등 26개 과정, 1,187명 교육 실시

경기도

§ 중장기개방이행실적 : (’19) 1,995개⇨ (’20) 4,659개⇨ (’21) 2,998개개방완료
§ 시군구유동인구, 범죄피해자지원상담, 한부모가정지원이력데이터등
민-관협력형공익데이터제공(경기데이터드림)

§ 경기도 주최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최(9월), 경기도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 교육 등 75회 7,097명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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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년 정책 추진방향 및 시사점 

□ 서비스를 고려한 개방 및 비정형 데이터 등 다양한 개방 확대

○ 요소수‧감염병 등 데이터의 개방에서 확인된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확대 필요 

* 기획부터 데이터 수집․활용에 이르기까지 시민개발자 등 국민참여 확대 추진

○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할 주요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목록(패키지) 식별, 서비스에 필요한 형태로 생성‧정제‧가공하여 개방 필요

○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활용량 폭증이 예상되는 비정형데이터의

유형별 체계적 관리‧개방 추진 필요

□ 범정부적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확산

○데이터 연계 및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범정부 데이터 표준화 강화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 누적 1,500개(‘22),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 누적 154개(‘22)

○고품질 데이터 생성·관리를 위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확대 시행

및 활용수요 증가에 대응한 비정형데이터 관리방안 마련‧적용

□ 데이터 경제‧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활용 확대 및 기업지원 강화 필요

○ 기업의 창업단계, 관심분야, 역량 등에 따라 지원전략의 차별화‧다각화하여

기업 상황별로 맞춤형 데이터활용 지원전략 수립 및 지원 강화 필요

○ 공모전 수상기업팀 등의 지원확대를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유니콘

기업 발굴·성장 촉진, 데이터 활용기업 간담회 및 네트워킹 강화

□ 민-관 파트너십 등 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 및 데이터 역량 강화 필요

○ 마이데이터 서비스, 민‧관 협업기반 참여 및 데이터활용 사회문제  해결 등

데이터 기반의 맞춤 서비스 지원 및 데이터 활용사업 확대

○ 메타버스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체험형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 (예) 아바타활용분석실습, 데이터로달라진혁신사례체험(가상공간), 협업분석놀이터등

국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문제해결 등 

활용을 확대하여 데이터 경제와 정부 혁신의 핵심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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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22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목표체계

목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디지털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데이터 강국 달성

추 진 전 략 추 진 과 제

국민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데이터 개방

①�국가�중점분야별�개방�및�미개방�데이터�개방�확대�

②�비정형� ‧ 융복합�데이터�개방�지속�추진
③�공공데이터�품질관리�및� 표준화�강화

데이터가 

안전하고 쉽게 

유통되는 생태계 

조성

④�공공데이터의�편의성�및� 접근성�향상

⑤�성장단계별�데이터�기업�지원�확대

⑥�데이터�거래�및� 유통�인프라�지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⑦�공공데이터�정책에�국민참여�확대

⑧�민-관� 파트너십�확대로�사회문제�해결

⑨�국민의�데이터�자기결정권�확립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⑩�공공데이터�활용

� � � �확대를�위한�

법제도�정비

�⑪� K-공공데이터�정책

� � � � �글로벌�전파�및� � � �

국제협력�확대

⑫�공공과�민간의

공공데이터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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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22년 주요 추진과제

 국민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데이터 개방

과제1   국가 중점분야별 개방 및 미개방 데이터 개방 확대

 

① 신산업․사회현안 등 국가중점분야별 개방 확대  

□ 추진 방향
○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신산업, 사회현안 등 기업 및 국민과 밀접한 

주요 영역과 관련된 데이터를 발굴·개방하여 개방 효과 극대화

○ 국민 수요에 맞춘 ’서비스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추진 내용

○ 제3차(‘20~’22) 개방계획에 따른 6대 영역*과 공공행정 등 신규 개방수요 

반영 → 7개 영역의 21개 데이터 개방 추진

*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생활환경, 헬스케어, 금융정보, 공공행정

주제영역 국가중점데이터(21개)

자율주행
(2개)

【한국자동차연구원】 ① 자율주행 실차 운행정보
【세종테크노파크】   ② 세종시 자율주행 다차원 통합데이터셋

스마트시티
(2개)

【세종특별자치시】   ① 스마트서비스(공영자전거, 자동크린넷) 데이터*
【국토교통부】       ② 공적공간정보*

재난안전
(3개)

【근로복지공단】     ① 업무상 질병판정서 정보, ② 산재보험 심사결정문 정보
【경상남도】         ③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정보

생활환경
(4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① 숲길종합정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② 시드뱅크 종자 · 백두대간 식물 정보
【(주SR】              ③ SRT 승차증 발권 데이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④ 대학 학과 커리큘럼 정보 

헬스케어
(3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① 혈액세포 전방향 홀로그램 및 3D 영상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② 식중독 균주정보 등 식의약 위해정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 ③ 국민체력 100 동영상 정보

금융정보
(5개)

【금융감독원】         ① 상장사 공시 주석정보*, ② 비상장사 공시 재무제표 정보*
【기획재정부】         ③ 국고보조금 통합정보*
【공정거래위원회】     ④ 가맹사업 정보
【행정안전부】            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

공공행정
(2개)

【행정안전부】          ① 대한민국 전자관보 목록 정보, ② 주민등록 데이터  

* 5개 국가중점데이터(스마트시티 2개, 금융 3개)에 대해서는 보유기관이 자체 개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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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를 활용, 민간이 개발가능한 주요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목록

(패키지) 식별 후서비스에 필요한 형태로 생성‧정제‧가공하여 개방 추진

《 서비스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 창업지원 서비스 패키지(예시) 》

분야 산업·고용분야 

활용서비스 개인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단계(절차) ① 아이템 발굴 및 시장조사 ⇨ ② 회사 설립/창업 ⇨ ③ 회사 운영/성장

필요
데이터 
패키지

① (아이템 발굴 및 시장조사) 창업자정보, 가격정보, 소비현황, 공정거래정보 등
② (회사 설립) 창업금융지원정보, 산업단지정보, 상가정보, 창업공간정보 등
③ (회사 운영) 중소기업지원 정보, 구직/인턴 정보, 거래처 사업자 정보 등

  

②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추진 방향 

○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개방계획 수립 추진

○ 직접 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는 진위확인 방식으로 서비스 확대 제공

□ 추진 내용 

○ 국민 수요를 바탕으로 정형데이터 뿐 아니라 비정형‧융복합 등 다양한 

유형으로 개방 확대* 추진

* 전년대비 9,220개 추가 개방(목록 기준) : (’21) 67,441개 ⇨ (’22) 76,661개(예정)

(‘21년 12월말 공공데이터 포털/목록등록관리 자료, ‘22년 기관별 시행계획 자료 기준)

* 기개방데이터의 유용성 확대를 위해 제공 현황 모니터링·점검 및 전문기술 지원

○ 메타관리시스템 내 현행화된 테이블을 대상*으로 개방 가능성을 

검토하고(개방/부분공개/비공개), 개방 가능한 테이블을 중심으

로 기관별 개방계획 수립 추진 및 지원

* 검토대상 : 메타관리시스템 현행화 테이블은 63만 9천개(‘21.12.10 기준)  

○ 민간 수요가 높으나 민감 정보를 포함하여 직접 개방이 어려운

KTX 열차 승차권 정보(3월), SRT 열차 승차권 정보(12월) 등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방식으로 개방 지원 

□ 주요 추진 일정

○ ’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확정(3월), 발주(~5월), 사업추진(~12월)

○ 개방 가능 데이터 검토 및 기관별 개방계획 수립(~12월)

○ 기차 승차권 구매정보 등 진위확인서비스 대상 개방 추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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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요소수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 요소수 재고 데이터 개방 현황

○ 요소수 실시간 재고 데이터 개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긴급 요소수 대응

민관협업 TF를 구성(BH, 국토부‧환경부‧행안부, NIA 등)하여, ’21.11월 중 

다수회의 및 소통을통해총 2단계로 요소수 재고 데이터 개방을 진행

     * (민간 참여) QR기반 수집 플랫폼 기업 샤플앤컴퍼니, 티맵, 네이버 등 참여 

- (1단계) 국토부‧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전국 요소수 중점 주유소의 재고량

한글데이터를 NIA가 매일 2회(14시, 20시)에 주유소 GIS 좌표 맵핑 등을

통해 CSV로 변환하여 개방(11.16~11.25)

       * (개방 항목) 주유소 코드, 주소, GIS 좌표, 재고량, 가격, 업데이트 일시 등 

- (2단계) 민관협력 기반 재고량 수집체계를 가동하여 중점 주유소에서 

시시각각 수집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NIA가 오픈API 개발(11.26)
       * 네이버, 카카오맵, T맵 등 약 20여개 요소수 재고 확인 서비스 출시로 사회혼란 해소

《 주유소별 요소수 판매현황 데이터 수집·제공 체계 》

� � �
� � � � � � <� 공공데이터포털�초기화면�팝업� >              <� 제공�데이터�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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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비정형 ‧ 융복합 데이터 개방 지속 추진

□ 추진 방향

○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유형별 체계적 관리‧개방 추진 

○ 공공 간, 민간-공공 간, 신기술 등 융‧복합 데이터 개방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추진 내용

○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활용량 폭증이 예상되는 비정형데이터의

유형별 체계적 관리‧개방 추진

- ｢데이터 친화적 행정문서 혁신｣으로 문서 등 공공생산 비정형

자료를 기계 판독‧분석 가능한 형태로 민간에 개방

《 공공생산 비정형 문서자료의 민간 개방(예시) 》

구  분 개방 지원방안

위원회 결정문

(권익위‧공정위‧
개인정보위)

-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서, 공정위 시정명령 의결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등 3개 기관 결정문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통합 개방 지원

전자관보

(행안부)

- 국가중점데이터로 전자관보 PDF서비스의 오픈API 설계‧개발 제공

(일자별, 키워드별, 편집구분별, 기관별, 주제별 조건 등)

업무상 질병판정서, 

산재보험 심사결정문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의결한 판정서 및 산재보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 등의 관련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정제‧개방

○ 공공 간, 민-관 간, 신기술 등 융‧복합 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 

- (공공 간) 문화‧SOC시설 등 국민수요가 높은 융합데이터를 발굴 

및 가공하여 제공(32개기관 53개 데이터)

- (민-관 간) 지역상권‧소상공인정보 등 민-관 데이터 간 융합으로 경제

예측, 국민편의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10개기관 14개 데이터)

- (신기술) 인공지능·IoT 등 신기술 활용 분석‧예측 및 공공서비스 

적용(5개기관 8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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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 일정

○ 기관별 비정형데이터의 단계적 개방 추진(연중)

유형 기관명 데이터명 주요 내용

공공
부문 내 

융합

문화재청
유네스코 
등재유산 
순례정보

w유네스코 등재유산 지역 둘레길 및 관광지 현황
  (문화재청, 유네스코 등재유산지역 지자체/공공기관)

경상북도
SOC시설당 

서비스 
인구수 정보

w생활SOC 기초 데이터 + 서비스 인구 + 이동거리
(경상북도, 국토지리정보원, 통계청)

민간
공공 간
융합

중소벤처
기업부

인공지능 제조 
데이터

w인공지능 제조데이터 융합으로 수요공급 예측,  
최적공정제어 등 활용 (중기부, KAIST, NHN, KT 등)

대전
광역시

소상공인 
경제활동 분석

w소상공인 데이터와 민간의 카드매출액, 유동인구 등 
융합 (대전광역시, 카드사, 통신사 등)

신기술
융합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 500
미터 격자 
데이터

w 주차 수요데이터
  (구로구 IoT 공유주차데이터 +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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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강화

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확립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구축단계부터 예방적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품질관리 

수준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 품질 수준 향상 도모

□ 추진 내용

○ (예방적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확산

- 사업유형별(구축, 컨설팅, 유지관리 등)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을 

세분화하고, 제안요청서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배포
*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및 결과점검 대상을 시군구까지 확대

- 정보시스템(DB) 구축사업의 특성과 공공데이터 추진 정책을 고려

하여 주요 정보화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진단 컨설팅 추진

○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상 기관의 규모·특성, DB의 업무 특성, 구조 

등을 고려한 평가 추진

- 품질관리 수준 미흡기관에 대한 중점 지원방안 마련‧적용

- 기관 간 품질관리 수준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미흡기관을 대상

으로 품질진단 사전교육 확대, 현장지원 체계를 마련

○ (비정형데이터 품질관리) 비정형데이터 유형별 메타 및 품질관리 확산

- 공공기관 보유 비정형데이터(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의 유형별 메타 

데이터 관리항목 확정 및 품질관리방안 적용

○ (기관별 품질관리) 기관별 주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기관명 주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예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공공데이터 품질기반 확충(지침 제정, 품질관리 컨설팅 등) 

관세청 품질관리 추진체계 및 인력‧교육 등 기반 확립, 품질진단 및 개선(3차)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예방적 품질진단 대상사업 교육 실시, 품질점검결과 오류 개선 등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수립 및 핵심데이터 오류 정제

□ 주요 추진 일정

○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표준 양식 마련 및 배포(~3월), 주요 정보화 

사업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컨설팅(5~11월)

○ 품질관리 수준평가 평가모델 및 추진계획 마련(~3월), 평가 실시(5월~)

○ 공공기관 비정형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마련 및 확산(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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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정부 공공데이터 표준 확산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용어‧형식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고 기관별‧분야별 표준화 지원

□ 추진 내용

○ (범정부표준화) 범정부 데이터 융복합의 기준으로서 표준의 역할 강화

- 데이터 간 일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해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 형식을 ‘공통표준용어’, ‘제공표준’으로 정하여 운영

* (공통표준용어) (‘20) 535개 → (‘21) 1,055개 → (‘22) 1,500개 이상(목표)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20) 122개 → (‘21) 137개 → (‘22) 154개(목표)

○ (분야별 표준화 지원) 식품영양정보 등 분야별 소관 기관 간 데이터

융·복합 촉진을 위한 “분야별 표준” 지원

- 기관별 또는 분야별로 운영 중인 데이터 표준화 현황 조사

- 분야별 데이터 표준화 추진체계와 범정부 표준관리체계 간 관계

설정 등 분야별 표준화 지원 강화

○ (표준화관리) 공공데이터 표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 공공기관 단위로 개별 관리하던 공공데이터 표준을 범정부 차원

으로 통합 및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 데이터 표준 등록·수집체계를 구축하여 기관별 DB 표준 생성·관리 시 활용

○ (기관별 표준화) 기관별 주요 공공데이터 표준화 계획

기관명 주요 공공데이터 표준화 계획(예시)

중소벤처기업부 기관표준 확대 적용 기반 마련(표준정의서, 인력, 교육 등) 및 메타데이터 관리·현행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표준 적용 확대를 위한 데이터 관리규칙 마련 및 DB구축 가이드 배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분야 도메인, 코드 용어 정비 및 표준관리 절차 수립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체계 개선 추진 및 기관 표준DB 대상 확대·준수

□ 주요 추진 일정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추가제정 및 제공표준 제 개정 추진(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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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가 안전하고 쉽게 유통되는 생태계 조성 

과제4  공공데이터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 추진 방향

○ 개별 기관에서 운영 중인 115개 포털*을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통합‧연계함으로써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 법적 근거, 특화성, 보안성 등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포털은 허용하되,

그 외 포털은 단계적으로 통·폐합 추진 

* 포털 유형 분류 : ①데이터개방전용, ②데이터분석플랫폼에개방기능이부가, ③
기관 DB의 검색‧조회 기능의 정보공개 유형 등

□ 추진 내용

○ 신규 구축 전 공공데이터 사전협의 체계 강화 

- (사전협의 의무화) 기관 내 개별 데이터 포털 구축 시, 행안부와 공공

데이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공공데이터관리지침」내 반영 (‘21. 10월)

- (구축계획 사전검토 강화) 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매년 5~6월 검토), 공공  

데이터시행계획(매년 1~2월 검토) 등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사전검토 강화

○ 포털 간 데이터 동기화 및 연계 자동화 추진 

- 개별 포털과 공공데이터 포털 간 데이터의 자동 수집, 동기화 및 자동 

연계를 보장하는 인터페이스 표준화‧시스템화 추진

○ 개별 포털 점검 정례화 및 평가 반영 

- 개별 포털과 공공데이터 포털 간 연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

- 기관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에 평가지

표 신설 등 추진

□ 주요 추진 일정 

○각 기관에 계획 통보 및 개별 포털 연계여부 등 확인

- 개별 포털 정비현황·연계계획 조사 통보 및 시행(8~10월)

- 개별 포털 정비결과(계획 등) 취합 및 연계 모니터링(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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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5  성장단계별 데이터 기업 지원 확대

□ 추진 방향

○ 기업 상황에 맞게 ｢맞춤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강화｣ 전략 추진

○ 범정부 차원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협업 지원체계 운영

□ 추진 내용 

○ 기업 상황별로 ｢맞춤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강화｣ 전략 수립‧추진

- 기업의 창업단계, 관심분야, 역량 등에 따라 지원전략 차별화‧다각화하여

데이터 역량 및 컨설팅‧홍보 등 맞춤형 집중지원 프로그램 제공

○ (창업경진대회)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여 분야별(국토, 문화,

환경 등) 데이터 활용의 촉진 및 신규 아이디어·비즈니스 모델 발굴

- 공모전 수상기업팀 등의 지원확대를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유니콘

기업 발굴·성장 촉진, 데이터 활용기업 간담회 및 네트워킹 강화

※ 수상작대상창업준비·사업화(컨설팅·자금지원·투자·해외진출) 등창업단계별지원

○ (협업 프로젝트) 공공·민간의 기업성장 전문기관(14개내외) 협업을 통해 창업

경진대회 참가팀,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등의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공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자 대상 데이터 활용 교육, 아이디어

보호, 사업화 컨설팅, 투자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행정안전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NIA 등

○ (오픈스퀘어-D) 공공데이터활용 활용지원 공간인 전국 6개 거점지역

(서울·부산·강원·대전·대구·광주) 오픈스퀘어-D를 통한 시민·기업 지원 강화

- 온·오프라인 교육, 실습프로젝트(리빙랩, 해커톤 등), 지역특화 프로그램,

기업·시민 네트워킹 등 공공데이터 활용 종합 지원

○ (공공데이터 큐레이션)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맞춤형 공공데이터 큐레이션(curation) 서비스 사업 추진

- 도메인 역량, 컨설팅 역량,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춘 분야별 ‘큐레이션

전문가그룹’ 및 공공데이터 포털 내 추천데이터 코너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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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매칭) 민간 수요가 높은 신규 데이터 구축‧ 가공 및 개방을 위해 

수요기관과 데이터 민간기업을 매칭하여 추진 및 지원

- 신규 공공데이터 구축(공익성 데이터, 수기 데이터, 실측 데이터 등),

Open API 개발 및 데이터 품질 정비 등 지원(행안부 500억원)

※ 기업 요구를 바탕으로 청년층 인력을 배치(2,500여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기관별 지원) 자금지원, 투자유치 설명회, 해외진출 지원 등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직·간접 지원(336건)

직접지원 간접지원
합 계
(건수)자금지원

기타

(사무공간 등)

경진대회

(아이디어 발굴)

컨퍼런스·박람회·투자

유치 설명회 등

해외진출 

지원 등

163건 29건 74건 39건 31건 336건

기관명 주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계획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w한국형 뉴딜분야 우수 스타트업(Start-up NEST) 육성(상반기 100개, 

하반기 100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w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 성장 공동 지원(10개 기업, 

2,000백만원), 일자리 창출 지원(20명)

특허청 w특허 지식재산서비스 성장 지원(18개 기업, 2,420백만원)

대전광역시
w 공공데이터 기업매칭사업 연계 기업 지원(500백만원),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기업 지원(4,000백만원)

대구광역시
w 대구 오픈스퀘어-D를 활용한 사무공간 등 창업공간 지원(8월~12월)

w창업지원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역 데이터기업 창업 지원방안 모색(연3회)

□ 주요 추진 일정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추진(~12월), 창업경진

대회 개최(~11월)

○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거점 오픈스퀘어-D 프로그램 운영(연중)

○ 데이터 큐레이터 사업계획 수립(2월~), 전문가그룹 운영(6월~)

○ 매칭사업 기관 수요조사(2월), 과제 확정(4월), 사업 추진(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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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6  공공데이터 거래 및 유통 인프라 지원

□ 추진 방향

○ 데이터 안심구역‧데이터 거래소(플랫폼)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가공‧구매를 지원하여 원활한 데이터 유통 촉진 

□ 추진 내용

○ 원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한 안심구역·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통신·금융·농식품·통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반출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안심구역을 확대 구축하여 운영

- 소방‧에너지 등 국가 주요 데이터 플랫폼(거래소)를 구축‧운영하여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의 원활한 유통 촉진

구분 기관명 주요 내용

데이터 

안심

구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민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안심
구역 구축·운영(5,190백만원)

통  계  청
서울․대전 등 전국 6개지역 데이터센터를 통해 데이터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유통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 서비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분야 데이터 안심구역 설치 및 운영

데이터 

플랫폼

소방청 화재·구급, 생활안전 분야 등 소방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전력데이터 거래 포털 고도화를 통한 EN:TER(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고객서비스 개발

○ 가공 및 구매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등을 통한 기업 지원 확대

- 민간‧공공데이터 가공‧구매비용 지원, 민간 데이터의 공동구매 추진 등

기관명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활용 기반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바우처 지원(2,680여개, 124,080백만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기후분야 데이터 공급기업, 수요기업 발굴 및 데이터·AI 

산업 활성화 촉진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분석 활용도가 높은 도-시군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 추진

□ 주요 추진 일정

○ 데이터 안심구역·바우처·거래소 관련 사업공모 및 지원사업 추진(5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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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

과제7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

□ 추진 방향

○ 데이터 정책 수립, 개방, 활용지원 전반에 시민단체‧기업‧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국민 중심의 공공데이터 정책 강화

□ 추진 내용

○ 상시 의견수렴 창구, 온‧오프라인 수요조사, 협의회‧간담회, 해커톤‧

경진대회 등을 통한 공공데이터 주요 정책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 반영을 위한 홈페이지(게시판), 커뮤니티, SNS 등

상시 의견수렴 창구 운영(기재부 등 42개기관)

※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대국민 대상 수요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공공

데이터 정책에 반영 추진(256개기관 305회)

- 국민‧기업‧대학 등과의 협의회, 간담회 등 협력 활동(70개기관 76회)

- 해커톤‧경진대회 등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105개기관 114회)

구분 주요 내용 (기관명, 시기, 인원 등)

의견
수렴

상시 
창구 운영

w공공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게시판 등 상시 운영
 (기재부, 중기부, 금융위, 농촌진흥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상북도, 강원 춘천시 등)

w공공데이터 개방 신청, 품질 및 오류신고 창구 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수요 조사, 
만족도 
조사 등

w공공데이터 신규 발굴, 품질, 활용, 만족도 등을 위한 수요조사
 (고용노동부, 6월, 200명, 광주광역시, 5월, 200명, 울산광역시, 10월, 200명 등)

w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여성가족부, 12월말, 2,700명)

w데이터 정책수립을 위한 대국민 수요조사
 (경기 의왕시 4월/7월 300명, 전남 장성군, 6월, 1,000명, 근로복지공단, 9월, 1,500명 등)

협의회, 간담회 개최

w인공지능-데이터 산학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인하대, 한진, 쿠팡 등 공공 및 민간기업 31개사)

w국방부, 보훈처, 병무청 등 국방 관련 부처 공공데이터 협업 개방을 
위한 간담회(방위사업청, 분기당 1회 정례화)

아이디어 발굴
w전력데이터 신서비스 개발 경진대회(4월, 공동), 창업 해커톤(6월), 공공
데이터 개방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7월) (한국전력거래소)

□ 주요 추진 일정

○ 공공데이터 포털,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국민 의견수렴(연중)

○ 수요조사, 협의회‧간담회, 경진대회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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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8  민-관 파트너십 확대로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

□ 추진 방향

○ 공공-민간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 추진, 온‧오프라인 소통 강화 및 협력 활동 확대

□ 추진 내용

○ 긴급한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기업-시민사회 협력 거버넌스 

체계 운영으로 이슈 관련 데이터의 개방‧활용 및 문제해결 추진

- 시빅해커(‘코드포코리아’ 등 시민개발자) 및 IT서비스 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 기반 협력 프로젝트 체계 구성·활용

《 공공데이터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운영 절차 : 요소수 데이터 제공 사례 》

○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민-관 협업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촉진

-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융합 및 기술협력 등 공동분석과제 발굴

수행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오픈데이터포럼 등) 구축 및 운영

※코로나19 회복취약계층탐색및특성분석, 독감등감염병유행 예측모델 개발 등

- 시민단체‧기업‧대학 등 민간 주도의 오픈데이터 포럼(ODF) 주관의

세미나‧네트워킹을 통한 이슈탐색 및 정책제언 등 시민참여 확대

○ 기관별 데이터 기반 민-관 간 협력창구(온‧오프라인), 기술교류, 시민

사회 활동에의 참여‧지원, 사회 문제해결 추진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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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 일정

○ 오픈데이터포럼 열린세미나(연간 2회이상) 및 성과 공유회 개최(12월)

○ 기관 별 공공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 활동 추진(~12월)

구 분 기관명 주요 내용

민-관 간 온‧오프라인 

협력창구 운영

중소벤처
기업부

w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2,3탄(3월~11월)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선배 벤처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

과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스타트업들이 문제 해결

통계청
w통계 개선‧개발 이용자(부처‧연구기관‧대학 등) 협의체, 

  SGIS에듀 개편 협의회(교육부‧시도교육청‧초중고 교사) 등

민-관 간 기술교류 농촌진흥청

w (전북지역 10개기관 협력) 신기술 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 구성 및 운영

 (국민연금공단, 군산대, 전북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

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특정 계층‧지역에 

대한 민-관 간 

문제해결 활동

경상남도
(통영관광개발공사)

w이용객 데이터 활용으로 비수기 장애인 및 소외계층 

무료이용계획 추진(통영시 장애인복지관 등 협업)

대전광역시

w주차공유‧전기화재예방‧무인드론 안전망 등 5대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

  (7개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데이터 분야 활동에 

정부기관이 참여‧지원

전라남도
(나주시)

w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예방 등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시민밀착형 사회문제 해결(3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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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9  국민의 데이터 자기결정권 확립

□ 추진 방향

○ 건강‧금융‧공공 등의 분야에서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국민 스스로

제공 및 활용하도록 결정하여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 추진 내용

기관명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w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플랫폼’ 기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w기업정보, 행정‧공공기관 보유정보, 본인 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맞춤형 종합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w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정부24)을 통하여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등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및 제공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24종(’21) → 35종(‘22) ‘묶음정보’ 

서비스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

진흥원)

w민간 참여는 낮으나, 공공수요 등이 높은 미개방 분야 

생활서비스 발굴 등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지원(4개, 40억) 

□ 주요 추진 일정

○ 건강, 금융, 공공 등 주요 분야별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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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및 글로벌 협력 강화

과제10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법 ‧ 제도 정비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개방 저해 법령 및 제도 정비, 익명화‧가명화 지원 등  

으로 국민의 공공데이터 접근성 향상 및 이용도 제고

□ 추진 내용 

○ 국민이 원하는 수요가 높고 개방효과가 큰 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지속 추진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분쟁조정(’14~’21년)시 제공 거부의 근거로  

제기된 개별 법․제도 개선

- 개선 가능성, 국민 수요, 데이터 활용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비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제도를 개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비 추진

○ 기관 보유 데이터의 제공‧활용 근거 마련, 기관 내 표준화․품질관리

등을 위한 법령, 지침 등 제도 정비

- 201개 기관에서 총 268건의 법령 및 내부규정 제․개정 추진

* 법령 2건, 행정규칙 24건, 자치법규 19건, 지침‧가이드라인 등 내부규정 223건

기관명 정비계획

국가보훈처 생성·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인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관리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품질관리 지침 제정

통계청 행정자료를 연계·결합한 통계등록부의 구축·운영 명시, 통계데이터
센터 운영 근거 규정 마련 등 통계법 개정

부산광역시 데이터 생성·수집·저장·활용 시 준수해야 하는 관리원칙과 기준 제시, 
민감정보 수집·관리 방안 등을 담은 데이터 댐 관리지침 제정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제도, 정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공 가명

정보 컨설팅 지원 및 실무안내서 등 개선 추진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공공 가명정보 

정책 및 법제도 컨설팅 제공 등 추진, 가명정보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주요 추진 일정

○ 대상 도출, 정비방안 마련(~9월) → 관계부처 협의 및 개정추진(10월~)

○ 자문단·기술전문기업 풀(pool) 구성 및 가명처리 지원센터 운영(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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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1  K-공공데이터 정책 글로벌 전파 및 국제협력 확대
 

□ 추진 방향

○ 국제기구·주요국가·개발도상국 등과 한국의 공공데이터 정책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정책 성숙도 향상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추진 내용

○ OECD 공공데이터 평가(Open Government Data Survey 5.0) 대응

- 시범조사 참여를 통한 공식 조사에 사전 대비* 및 답변 보완 제출

* 조사 문항 분석,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및 설문조사 조정의견 제출 등

○ 데이터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사회 데이터 관련 활동 적극참여

기관명 주요 내용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사업 참여를 위한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 데이터 기반 신기술 활용 지원(우범 선별 알고리즘 제공, 수출대상국 데이터에 적용)

인사혁신처
World Bank 주관 나이지리아 정부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소개 
(공공데이터 현황 및 품질관리 사례 포함)

○ 개발도상국의 개방‧활용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역량 강화 지원 

기관명 주요 내용

법제처
신남방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의 법령 데이터화,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역량 강화 지원 (한국국제협력단 협력)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아세안 국가의 정책 개혁 학습에 관한 한국의 데이터 적용 전문성 공유 
사업 추진(유니세프 협력)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인도네시아 신수도이전 사업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등 지원 활동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협력)

□ 주요 추진 일정

○ OECD 공공데이터 시범조사 참여(1월) 및 공식 조사 대응*(3월~12월)

* 시범조사 답변에 대한 보완 제출(3월～) 및 답변 검증(9월～) 예정

○ 국내 데이터 기업의 수출‧상담 및 판로개척 등 해외 진출 지원(연중)

○ 국제기구, 개도국과의 데이터 개방‧활용 인프라 및 역량 강화 지원(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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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2  공공과 민간의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

①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충원 및 국민․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추진 방향

○ 공공부문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역량교육 확대

□ 추진 내용

○ (전담인력) 공공데이터 개방, 관리, 품질관리 등을 전담할 인력 확보

※ 정부 내 데이터 직류 신설(‘20) 및 중앙부처 153명 충원(’19년 60명, ‘21년 93명),
지방자치단체 152명 기준인건비 반영(’21년 100명, ‘22년 52명) 하였으며,

개방 데이터 증가 등으로 데이터 인력 지속 보강 예정

- (공무원) 공공데이터 개방·관리·품질·표준화 등 783개 교육과정 운영

* 96,883명(중앙 401개과정 31,320명, 지자체 382개과정 65,513명) 대상

기관명 교육과정명 기관명 교육과정명

질병관리청 메타데이터 개념, 메타시스템 소개 등 통계청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리터러시 등

방위사업청 예방적 데이터 품질관리 경상북도
목록등록관리 등 공공데이터 

운영 역량 강화

방송통신 

위원회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및 개방 

데이터 활용

세종특별

자치시
공공마이데이터 이해 및 확대방안

- (국민) 기상(1,250명)·통계(3,000여명) 등 분야별 120개 교육과정 운영

* 16,866명(중앙 81개과정 6,937명, 지자체 39개과정 9,929명) 대상

기관명 교육과정명

국세청 공공데이터 활용방법, 활용사례 및 국세청 공공데이터 소개(국민, 기업인CEO)

특허청 특허 지식재산정보 활용 및 우수사례(현장·방문) 공유(창업자 등 국민)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제조현장 중심의 AI‧데이터 활용 교육(중소‧제조기업 재직자)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안심구역 활용법, 분석밥법 등 교육(기업인‧학생 등)

 □ 주요 추진 일정

○ 데이터 전담인력 충원, 국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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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한 기관의 데이터 관리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에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디지털

뉴딜 정책｣ 등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에 부합하는 지표 구성 및 평가 추진

○ 우수기관 포상, 미흡기관 종합 컨설팅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전반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수준 제고

□ 추진 내용

○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 실시

- (대상기관) 중앙(45개)‧광역(17개)‧기초(226개)‧공공기관(295개 내외)

- (평가기간) ‘22.9~12월(기관 실적등록: 9월, 평가단 평가: 10~12월)

- (평가지표)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등 5개 영역 16개 지표

- (평가방법) 학계, 기업 등 유관분야 전문가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표별‧기관별 평가

※ ’22년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단 위원 신규 위촉(상반기 예정)

○ 미흡기관 컨설팅 등으로 개방·품질 관련 기관 역량향상 지원

- 전년도 평가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미흡  

요소 및 정책 개선 등 환류‧컨설팅 제공으로 전반적 수준 향상 지원

※ ’21년 컨설팅을 실시한 7개 기관 등급 상승 및 총 8개 기관 점수 향상

□ 주요 추진 일정

○ ’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 구성(3월)

 ○ ’22년 평가 지표 확정 및 기관 설명회 개최(4월)

 ○ 기관 실적 등록(~9월) 및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실시(10~12월)

 ○ 평가 결과 보고 및 공표(‘23.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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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과제별 추진일정

주요 과제
‘22년도 분기별 추진계획

세부 과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국민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데이터 개방

 국가 중점분야별 
   개방 및 
   미개방 데이터
   개방 확대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확정 

및 개방 사업 추진

 - 메타관리시스템 내 개방 가능 

   데이터 검토 및 개방계획 수립

 - 공공데이터 진위확인서비스

   개방 추진

 비정형 ‧ 융복합 
   데이터 개방 
   지속 추진

 - 기관별 비정형데이터의 

   단계적 개방 확대

 - 융·복합 데이터 구축 및 개방 

확대 추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강화

 - 품질관리를 위한 제안요청서   

표준 양식 마련 및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컨설팅 실시

 - 공공기관 비정형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마련 및 확산

 - 공통표준 용어 추가 제정 및 

제공표준 제․개정 추진

 ▪ 데이터가 안전하고 쉽게 유통되는 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 공공데이터 사전협의 검토,    

개별포털 정비 및 연계 모니터링

 성장단계별 데이터
   기업 지원 확대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추진

- 공공데이터 매칭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 추진

 데이터 거래 및 유통 
인프라 지원

- 데이터 프리존‧거래소(플랫폼) 

  운영 및 지원

- 데이터 구매가공 지원을 위한 

바우처사업 공모 및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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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
‘22년도 분기별 추진계획

세부 과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공공데이터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

 - 수요조사, 간담회, 경진대회 등  

데이터 정책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민-관 파트너십 

   확대로 

   사회문제 해결 

 - 민간 주도 오픈데이터 포럼

(ODF)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 실시

 - 민-관 협력창구 운영, 기술교류 

및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

 국민의 데이터 

   자기결정권 확립

 - 마이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자기

결정권 확대 및 맞춤서비스 제공

▪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및 글로벌 협력 강화

  국민의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법 ‧ 제도 정비

 - 국민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 

개방 저해 법제도 정비 추진

 - 공공분야 가명처리 지원센터 

운영

 K-공공데이터 정책  

   글로벌 전파 및 

   국제협력 확대

 - OECD 공공데이터 시범 조사 

참여 및 공식 조사 대응

 - 데이터 분야별 국제협력 추진, 

   개도국 역량강화 및 격차해소 

지원 

□12 공공과 민간의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

 - 국민‧공무원 대상 공공데이터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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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2022년 예산 규모

□ 전체 규모 : 총 5,411억원 (전년 대비 15억원, 0.3% 증가)

※ 연도별 규모 : (’19년) 1,645억원 → (’20년) 2,892억원 → (’21년) 5,396억원 → (’22년) 5,411억원

□ 기관별 규모

○ (규모) 64개 기관, ‘22년 공공데이터 분야 예산은 총 5,411억원

○ (비중) 중앙부처가 예산 투입의 88%, 지자체가 12%를 차지

구 분 ʹ22년 예산

중  앙 4,776(88%)

지자체 635(12%)

합  계 5,411(100%)

               < ʹ22년 예산 투입규모 >                      (단위 : 억원)         

※ 예산투입주요기관 : 과기정통부(1,546억원), 문화재청(381억원), 국토부(346억원), 산업부(342억원)

□ 분야별 규모

○ (비중) 데이터 생태계(52%), 개방(36%), 참여(8%), 추진 기반(4%) 순

구분 개방 생태계 참여 기반 소계

중앙 1,687 2,467 395 227  4,776

지자체 253 317 57 8 635

합계
1,940

(36%) 

2,784

(52%) 

452

(8%) 

235

(4%) 

5,411

(100%) 

        < 사업 유형별 투입 규모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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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2년도 기관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번호 기관명 번호 기관명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3 여성가족부

2 경찰청 34 외교부

3 고용노동부 35 원자력안전위원회

4 공정거래위원회 36 인사혁신처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 조달청

6 관세청 38 중소벤처기업부

7 교육부 39 질병관리청

8 국가보훈처 40 통계청

9 국무조정실 41 통일부

10 국민권익위원회 42 특허청

11 국방부 43 해양경찰청

12 국세청 44 해양수산부

13 국토교통부 45 행정안전부

14 금융위원회 4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5 기상청 47 환경부

16 기획재정부 48 강원도

17 농림축산식품부 49 경기도

18 농촌진흥청 50 경상남도

19 대검찰청 51 경상북도

20 문화재청 52 광주광역시

21 문화체육관광부 53 대구광역시

22 방송통신위원회 54 대전광역시

23 방위사업청 55 부산광역시

24 법무부 56 서울특별시

25 법제처 57 세종특별자치시

26 병무청 58 울산광역시

27 보건복지부 59 인천광역시

28 산림청 60 전라남도

29 산업통상자원부 61 전라북도

30 새만금개발청 62 제주특별자치도

31 소방청 63 충청남도

32 식품의약품안전처 64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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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추진

○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파일 목록 개방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공공데이터로 개방

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등 2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2 4 ( +2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개인정보수집최소화및노출방지등관련가이드라인개방등

○ (품질/표준화) 품질관리 교육을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수립,   

서비스 제공 데이터 품질 오류 진단 및 효율적 운영 관리

○ (국민참여 확대) 개인정보보호 주요 대국민 웹사이트를 통한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 개방 정책 개선에 활용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2명),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20명) 추진 등 공공데이터 전문성 확보 및 발굴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 소요 예산 : 별도예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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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경찰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범정부 데이터 분석·활용 등 데이터 관련 정부 정책에 맞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을 확대

○ 경찰청 업무시스템의 품질향상을 위해 경찰청 차원의 데이터 표준을 

확대하고 예방적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안전 데이터 등 24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192 216 ( +24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공공데이터 개방) 교통안전분야 등 데이터 개방 확대

ㆍ(품질관리) 데이터 생성단계부터 예방적 품질관리 본격 적용

ㆍ(표준화 강화) 경찰청 차원의 표준을 확대 적용

○ (품질/표준화) 전사 메타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정보화

사업(신규·고도화) 추진 시에 경찰청 데이터 표준을 확대 적용

▹공통데이터 표준 확대(49개) ▹예방적 품질진단(10회) ▹품질진단·개선(25개)

○ (데이터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 신규일자리 등 추진

▹신규 일자리 창출(9명)▹데이터관련 자문회의(2회)▹공공데이터 발굴회의(2회)

○ (국민참여 확대) 대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1회)

통해 공공데이터 수요를 창출하고 참여 확대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1명)과 공공데이터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및 품질관리 온·오프라인 교육(4회)을 추진

□ 소요 예산 : 총 1,83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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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고용노동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고수요·고품질의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강화

○ 범정부 DB 표준 준수·확대 및 데이터 품질진단·관리 활동 강화

○ 대국민 데이터 수요조사 및 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활성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고용보험제도 안내, 업무상질병판정서, 노동시장현황,

직무데이터사전 등 257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예정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1,472 1,729 ( 257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정형데이터 개방) 10개 기관 57건 추가 개방

ㆍ(신사업 및 사회현안) 근복단 등 4개 기관 18건 개방 추진

ㆍ(비정형데이터 개방) 산업안전보건 분야 200건 개방 추진

- (품질/표준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수립 및 품질진단 개선 추진(585백

만원), 표준화를 위한 기관표준 확대적용, 시스템 도입에 따른 표준화 

적용, 연도별 등록목표에 따른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구축(안전보건공단), 성장

단계별 데이터 기업 지원(고용부, 인력공단),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 

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35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근복단 2건), 설문조사,

간담회, 공모전 등 국민참여 확대, 마이데이터 활용 추진(장애인공단)

○ (기반 강화) 내부직원 대상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14개과정, 304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2,6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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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 제고 및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서비스 개발 도모

○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및 연계 기관 확대를 통해 공정거래 /소비자 분야 

/ 하도급 거래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공정위 소비자민원, 가맹거래, 의결서 등 53건의 데이터
목록(’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 정형데이터  50건, 비정형데이터 3건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220 273
( +53 ↑ )

(‘21년대비증가수)

ㆍ(민원상담 개방) 소비자 민원학습분야 데이터개방

ㆍ(가맹거래 개방) 가맹사업자 정보공개 데이터 개방

ㆍ(의결서 등 비정형데이터) 의결서(약 5000건), 법령 학습(약

154), 음성학습(약 300)

ㆍ(소비자 데이터 개방) 한국소비자원 생필품, 소비자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등 데이터 개방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8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7건), 기관에서 구축·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 7개의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7건)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관련 신규일자리 창출 등

추진, 지역기반 데이터관련 멘토링, 강의 등 교육추진

○ (국민참여 확대) 신규데이터 개방 및 기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대상 설문조사 추진(2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2명), 국민(뉴딜인턴 과정, 8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공공데이터 품질과정, 1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1,478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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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데이터 개방추진 및 활용사례 발굴 

○ 소속·산하 기관표준 확대방안 수립 및 품질진단 중점DB 대상범위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과학기술·정보통신, AI학습, 연구 성과물 등 관련 데이터 74건
(’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1,661 1,735 ( +74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신산업 및 사회현안) AI학습 및 SW·AI교육 데이터, 신재생

에너지, 전파 및 무선국현황 등 개방

ㆍ(비정형데이터) 우주전파관측, SW교육 동영상, 연구성과물

ㆍ(우편) 국제우편 교환국 코드, 주소표준화 데이터셋 개방
ㆍ(방송통신) 우주전파관측 데이터, 무선국 현황정보 개방
ㆍ(과학기술) 신재생자원지도, 식품샘플 방사선 반응정보 등
ㆍ(AI,SW) 사회안전 지능화 및 발화 제스처 AI학습용, SW교육
동영상 등 개방

- (품질/표준화) 본부 품질진단 솔루션 도입 및 소속·산하 품질진단 중점DB 

대상 확대, 기관표준 확대적용을 위한 DB표준정의 가이드라인 수립,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여부 분기별 점검 추진,‘22년 메타데이터 등록

목표에 따른 연계.현행화 등 사업(36건)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데이터 사업화 및 바우처 사업을 통한 데이터 활용 

기업지원과 데이터분석공간 및 데이터스토어 운영으로 원활한 유통 및 

거래 인프라 구축,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66명)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스팸데이터 활용 사이버사기 예방 등 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6건), 연구데이터 분석 및 AI‧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3건), 국민·기업 

대상 수요조사(8건) 및 본인정보(My Data) 활용지원 등 국민 참여 확대

○ (기반 강화)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 제도정비, 국제협력 사업(7건),
대국민 대상 데이터교육(NIA등 11과정, 1,710여명) 및 본부 및 소속·산하 직원  

대상 기관별 공공데이터 이해, 개방·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16개 과정, 1,459명)

□ 소요 예산 : 총 154,63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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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년도 관세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수출입기업 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 데이터 오류 진단‧개선 등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통해 

고품질의 관세 데이터 제공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해상 컨테이너 운임 데이터 등 4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32 34 ( +2개 ↑ )

(‘21 대비증가수)
ㆍ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청 데이터 개방 확대

- (품질/표준화) 관세행정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연3회), 품질관리 규정 및 지침서 현행화 추진,  

내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에 대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체계 

적용, 적하목록 품명 사전 검증 모니터링 활동 강화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2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데이터 안심구역(‘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운영으로

관세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공동연구 추진(2건),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2건) 등

○ (기반 강화) 국민(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사례의 이해, 불특정다수)‧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교육,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6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8,03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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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2년도 교육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교육분야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및 표준·품질관리 체계 운영

○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교육 분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지방교육재정 등 70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2,504 2,544 ( +40개 ↑ )
(‘21대비증가수)

ㆍ(교육분야 개방)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데이터 개방 확대
ㆍ(역사자료 추가 개방)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개방 확대
ㆍ(사회현안분야 개방) 재난안전, 일자리 창출, ESG관련 분야 기관
데이터 개방 확대

ㆍ(비식별화) 비식별및익명화처리등을통한공공데이터확대, 데이터
3법개정에맞춰기존보유데이터의추가개방가능여부검토

ㆍ(폐교 분야 개방) 폐교대학 현황, 증명서 발급 내역, 보유
데이터 현황 관련 데이터 6건 신규 개방 예정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

민간 창업 지원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민간전문가·교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빅데이터위원회(부총리·

민간 공동위원장)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 교육부·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대상 데이터 역량강화 및 공공데이터 품질·표준화 교육 추진

□ 소요 예산 : 총 17,11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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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2년도 국가보훈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 관심분야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 안정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마련

○ 공공데이터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국가보훈처 및 산하기관 데이터 총 50개 추가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518 568 ( +50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시군구별 인원현황, 국립묘지 묘비
정보(위성 좌표정보 포함) 등 개방 확대

ㆍ(독립기념관) 수어해설영상, 오디오북 등 비정형 데이터 개방

ㆍ(보훈복지의료공단) 진료ž요양 데이터 비식별처리 개방 확대

- (품질/표준화) 보훈DB 품질진단을 통해 데이터 관리체계 마스터플랜 수립,

데이터 품질진단 및 표준통제가 가능한 관리시스템(솔루션) 도입ž운영,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 활동(10건) 수행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

(37명),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방지를 위한 주기적 점검 및 관련 절차 

개선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공공데이터 정책 반영을 위한 국민참여 활동(4건), 보훈의료 

관련 치매 위험도 및 조기 예측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 청각장애인을 위한 

독립운동 수어해설영상 구축ž개방 등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7명),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8개 과정, 303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56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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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2년도 국무조정실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인문·경제·사회 분야 대국민 수요를 지원하는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 공공분야 내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국책연구성과물 데이터 등 99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기관명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21년대비증가수)

국무조정실 604 703
( +99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규제혁신 추진성과/개선사례 등 보고서 발굴·등록
ㆍODA 통합정보 포털 내 등록가능한 데이터 발굴본부 - 1 ( +1개 ↑ )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1 1 ( +0개 ↑ )
ㆍ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을 통한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등국책연구기관의연구성과물데이터개방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3 3 ( +0개 ↑ )

ㆍ홈페이지에 전면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이행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0 3 ( +3개 ↑ )
ㆍ연구원발간물(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약등 9종)
데이터(약 3천여건)에대한메타데이터제공(정형데이터)

국토연구원 6 7 ( +1개 ↑ )
ㆍ(국민소통기반데이터개방) 인터렉티브 리포트 개방
ㆍ(추진체계재정비) 부서별데이터활용부서와책임부서와
연계하여추진체계정비

에너지경제
연구원

4 4 ( +0개 ↑ )
ㆍ에너지밸런스 통계 데이터(업데이트)
ㆍ2021년 가구에너지패널조사마이크로데이터(업데이트)

통일연구원 11 12 ( +1개 ↑ ) ㆍ(통일분야개방) 김정은현지지도동향분석데이터개방

한국개발연구원 132 147 ( +15개 ↑ )
ㆍKDI 연구보고서, 영상보고서 추가 데이터 확대
ㆍKDI 경제정보센터 데이터 신규 개방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3 3 ( +0개 ↑ )

ㆍKISDI STAT : 한국미디어패널조사, 해외방송통계자료의
조건검색과 원시자료 공개

ㆍIT STAT : ICT 관련 통계자료, 과기부 승인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 월별 ICT통계분석제공

ㆍMEDIA STAT :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산업
실태조사,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등 원천자료 공개

한국교육개발원 12 12 ( +0개 ↑ )
ㆍ기 개방 공공데이터의 유지 및 관리
(데이터 점검 및 적시 업데이트 등)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4 4 ( +0개 ↑ ) ㆍ기 개방데이터의 정비 및 현행화

한국교통연구원 9 12 ( +3개 ↑ )
․(교통 데이터 플랫폼) 통행지표 데이터, 통행량 분석
데이터, 혼잡분석 데이터 등

한국노동연구원 10 10 ( +0개 ↑ )

ㆍ(정형데이터 분야 개방) 연구보고서 및 간행물 개방,
패널데이터 개방(노동 및 사업체패널)

ㆍ(비정형데이터 분야 개방) 비정형데이터 분야 소속·
산하기관 데이터 개방(본원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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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표준화) 표준화 계획 수립 및 데이터 표준화(3건), 기 구축 데이터

베이스 품질관리·개선(13건)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조성)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인프라 구축·운영지원(2건)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민간기관·학계와의 컨텐츠 제휴, 연구자료 공유 등 민-관 

파트너십 활동 추진(2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 확대(8건) 등

○ (기반 강화) 전문인력 확충(6명), 국민(노동/재정패널 데이터 과정, 435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품질관리 교육(공공데이터 이해 등, 165명) 추진

□ 소요 예산 : 6,686백만원

기관명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21년대비증가수)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 21 ( +1개 ↑ )

ㆍ(성인지통계) DB 상시 갱신(계속)
ㆍ(여성가족패널조사개방) 여성가족패널데이터(1-8차) 개방
(*데이터개방사업으로인해추가적인파일이 업데이트
되지않음)

․(여성관리자패널조사) 1기 1차-7차 개방(20년 이후 계속,
(*데이터 점검으로 현재 21년도 말까지 비공개 상태)),
2기 1-2차조사데이터 공개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107 107 ( +0개 ↑ ) ㆍ조세·재정·공공기관 분야 연구결과물 개방 확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5 72 ( +67개 ↑ )

ㆍ「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사업을 통해
자체 포털 운영
(보건복지데이터포털, https://data.kihasa.re.kr/) 운영

ㆍ자체포털에서는보건복지분야통계정보및마이크로
데이터 개방 예정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90 90 ( +0개 ↑ ) ㆍ기 개방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강화

한국노동
연구원

25 32
( +7개 ↑ )

ㆍ(사회복지분야개방) 노인·청소년분야데이터개방확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횡단조사 (6개 테이블)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청소년의 혐오
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20),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2020)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패널조사2018 (1개테이블)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2020)

한국형사ㆍ법무
정책연구원

6 6 ( +0개 ↑ )
ㆍ(범죄통계DB 품질관리) 범죄통계통합 DB의데이터검증,
업데이트수행및사용자지향적인통계컨텐츠개발

한국환경연구원 136 136 ( +0개 ↑ )
ㆍ환경 빅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 등 외부 서비스를
중심으로 데이터 추가 발굴 노력

육아정책연구소 20 20 ( +0개 ↑ ) ㆍ(연구과제 정보 등) 2021년도 사업내용 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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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의 수요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인 위원회 결정문을 기계판독이 

용이한 형태로 개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개방

○ 빅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융·복합 

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 확대

○ 예방적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데이터 신뢰성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개방) 고충민원 결정문·행정심판 재결례 조회서비스 등 3건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55 58 ( +3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결정문) 고충민원 결정문 조회 API, 행정심판 재결례 API (2건)
ㆍ(민원 빅데이터) 민원데이터 분석보고서 조회 API (1건)

○ (품질관리) 정보화사업 발주·구축·감리단계별 데이터 품질관리를 

강화, 위원회 기관표준 재정비

○ (생태계 조성) 민원데이터와 외부데이터를 융·결합하고 민간에서 

데이터를 직접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국민참여) 수요자가 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 반영을

위한 수요조사 및 민원데이터 활용 경진대회(2건)

○ (기반강화) 공공데이터 관련 자체 방침마련(1건),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3회)

□ 소요 예산 : 총 55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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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년도 국방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국방 데이터의 발굴·개방을 다변화 및 ‘25년까지 단

계적 개방 확대를 포함하는 중장기 개방 계획 수립

○「데이터 관리 및 활용활성화 훈령」제정 및 업무담당자 지정을 통한

국방공공데이터 기반체계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장병 관련 데이터 등 50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201 251 ( +50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정형데이터개방) 장병 자격증 보유현황, 장병 자기계발비 현황 등

ㆍ(비정형데이터개방) 국방AI 관련 학습데이터 등 이미지 및 영상

ㆍ(비식별분야) 3D스캔 군장병 신체측정 정보 등 비식별정보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기반강화,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200건 이상),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 13개의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3건)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국방 공공데이터 포털 개선, 국방 데이터맵 구축을 

통한 국방데이터 생태계 확대를 추진하고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

대회 개최를 통하여 국방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도모

○ (국민참여 확대) 대국민 국방공공데이터 수요 및 만족도 조사, 공공데이터

개방참여단 모집 및 운영, 경진대회 참가자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분석해 

국방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국민 참여 반영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2건),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1명),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관련 교육 추진(6회, 160명)

□ 소요 예산 : 총 12,363.9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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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2년도 국세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 통계 확대) 국세통계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자 맞춤형 
분석기능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통계서비스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비정형 데이터 등 6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90 96 ( +6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정형, 비정형 데이터 개방) 통계포털의 인기통계 개방 및

국세신고 관련 비정형 데이터 개방 확대

ㆍ(비식별 및 익명화 처리 개방) 국세통계표에서 해당 계급

구간의 납세자수가 적어 개별 식별이 가능한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처리하여 제공

- (품질/표준화) 국세분야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향상(주기적인 업무규칙   

최적화, 데이터 오류율 0.01% 미만 목표, 정기적 교육을 통한 품질관리 중요성 

인식 강화)

○ (데이터생태계 조성) 수요자 중심의 국세통계포털 운영을 통해 고도화

된 통계서비스 제공 등

○ (국민참여 확대) 과세정보가 아니면서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고자 내부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 (기반 강화) 직원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 품질관리 교육 추진

□ 소요 예산 : 총 2,113백만원

* 국세통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1,700백만원, 품질관리 41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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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2년도 국토교통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산업적 가치가 있는 다양하고 질 좋은 데이터 발굴 활동 지속 추진

○ 메가트렌드(포스트코로나,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등)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생태계 지원

○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공장·창고 실거래가 정보, 등록 임대주택 정보, 철도 

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 등 총 186건의 데이터 개방 추진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3,565 3,751
( +186 ↑ )

(‘21년대비증가수)

ㆍ(신산업) AI기반시설물내구성, 도로살얼음예측데이터등

ㆍ(사회현안) 공항혼잡도, 청약홈경쟁률, 등록임대주택등

ㆍ(비정형) 인공위성 고해상도 정사영상, 고속도로 건설도면 등

ㆍ(익명화) 부동산 소유자 공간정보 가명·익명화 개방

  - (품질/표준화)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표준기반 품질향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ISP),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진단 서비스 구축 등 품질관리(28건),
범정부 표준을 반영한 기관 표준 확대 적용 등 데이터 표준화(17건)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창업기업 자금 지원, 국가교통 데이터 오픈마켓 유통 활성화,

공간정보 데이터 채널 확대, 기업 성장 지원 및 신규일자리 창출(63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기술매칭, 온라인 플랫폼 구축, 데이터 개방 국민옴부즈만 운영 등

사회문제 해결 활동(12건), 해커톤, 공모전, 수요조사 등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25건), 소음피해지역 주민 자격조건 확인 등 마이데이터 사업(3건)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확충(4명), 국민 대상 

맞춤형 데이터 역량교육(10회, 495명)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교육(27회, 713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27,1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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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년도 금융위원회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성장단계별 데이터 기업 지원 확산을 통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개인사업자정보 데이터 등 36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1,890 1,924 ( +34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개인사업자 정보 개방) 개인사업자 정보 관련 산하기관 데

이터 개방 확대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1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6건),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등록·관리(4건)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

(13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

(2건),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7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2명),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12과정, 50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7,61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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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2년도 기상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방대한 기상기후자료를 국가, 산업, 학계, 국민들 모두 자유롭게 활

용·분석할 수 있는 ‘기상기후분야 공공 오픈 데이터 허브’ 구축 

○ 과거 100년 관측부터 미래 100년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기상청이 

보유한 모든 기상기후데이터를 ‘맞춤형 One-Point 서비스’ 제공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북한기후평년값, 계절관측평년값 등 총 5건 건 개방 

- (품질/표준화) 기상기후데이터허브(DB) 구축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실시(1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2건), 기 구축 DB 품질개선(6건)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등 신규일자리 창출(11명) 예상

○ (국민참여 확대)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5건),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4건) 등

○ (기반 강화) 국민(52개 과정, 2,12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4개 과정, 8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12,639백만원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1,100 1,111 ( +11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기후분야데이터) ’91-’20년북한기후평년값, 계절관측평년값등개방확대

ㆍ(포털 전면개편) 사용자편의성증대를위한기상자료개방포털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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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2년도 기획재정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을 통한 경제생활에 이바지“

 수요자 중심의 질 좋은 

데이터 개방 확대

 고품질 데이터 제공을 

통한 활용성 향상

 직원들의 공공데이터 전문
교육을 통한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마련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예산, 재정 및 화폐 데이터 등 41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554 595 ( +41개 ↑ )
(‘21년대비 증가 수)

ㆍ(재정분야 개방)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총지출 규모(예산),
통합재정규모 (결산) 등 총 13건 개방

ㆍ(ESG분야 개방) ESG 경영 현황
ㆍ공사 사업분야 3건의 데이터 개방
ㆍ(재정통계 분야 개방) 재정통계 BRIEF 등 24건의 시계열 정형

데이터 공개

- (품질/표준화)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추진(4건), 데이터 품질관리(8건),
데이터 표준화(5건),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관리(23개)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자체 개방 포털 고도화 추진(1건), 성장단계별 

데이터 관련 기업지원(2건), 데이터 활용사업(1건), 공공데이터 관련 

일자리 창출(3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시민사회·민간과 파트너십 등 사회문제 해결(3건),
국민참여 활동 추진(8건), 데이터 자기결정권 활용(1건) 등 추진

○ (기반 강화) 법·제도 정비(6건), 데이터 관련 인력구성(16명), 대국민 

대상 데이터 활용 교육(2회, 210명),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10회 과정, 1,770명) 등 추진

□ 소요 예산 : 총 78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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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농식품 분야 핵심 공공데이터 신규 개방 및 개방 관리체계 구축

○ 농식품 공통 데이터표준 적용 확산 및 상시적 품질관리 기반 구축

○ 대국민 농식품 공공데이터 접근성·편의성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신규 개방) 모돈 이력제, 농업경영체 데이터 등 28건 신규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475 503 ( +28개↑)

(‘21년대비증가수)

ㆍ농식품부 소속･산하기관 데이터 개방 확대
* 어미돼지(모돈), 난각표시, 농업경영체 등 데이터 개방
* 스마트팜 혁신밸리 생산 빅데이터 개방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축산물 소매가격 데이터
* 항공촬영 작물 비정형 데이터 개방 등

○ (관리체계) 농식품 관련 DB(테이블)별 개방 현황을 관리하여 개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점진적 개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

* 시스템 담당자가 보유DB의 테이블별 개방 여부를 관리하여 미개방 데이터는 개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계적 전면 개방될 수 있도록 관리 기반 구축

○ (표준화·품질관리) 농식품 공통 데이터표준의 적용을 확산하고, 기관별 

보유DB의 예방적·상시적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21년 제정한 농식품 공통 데이터표준화 지침을 정비하고,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정

○ (접근성·편의성 강화) 모든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한곳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을 전면 개편하고, 관계기관 개방 포털 

등과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

* 데이터전면개방이어려운대상은 “농식품데이터프리존”을구축해이용할수있도록지원

○ (국민참여 확대) 농식품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우수 출품작의 사업화 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홍보, 실습, 사무공간,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추진

○ (기반강화) 데이터 전문인력을 확충(4명)하고, 임직원 대상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등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12회, 최대 45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1,44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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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2년도 농촌진흥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유의미한 공공데이터 발굴·개방을 통해 농업 및 농가 경영 활성화 지원

○ 청 운영 정보시스템의 주요 농업전문서비스(빅데이터, AI모델 등)를 

OpenAPI로 전환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등 21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219 240
( +21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개방) 유의미한 데이터 개방

ㆍ(정비) 기개방된공공데이터전수품질고도화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6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8건), 기관에서 구축·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 27개의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 구축 데이터

베이스 품질개선(6건) 등을 통한 유의미한 농업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

(12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

(6건),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8건) 등

○ (기반 강화) 국민(1개 과정, 30명)과 공무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3개 과정, 5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16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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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2년도 대검찰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활용성 높은 공공데이터 제공

○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관리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193 193 ( +0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21년 12월에 배포되는 “2021 범죄분석” 통계데이터를

CSV*파일형태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업로드

○ (품질/표준화) 정보화사업 발주 시 타당성 검토 절차를 통해 품질  

관리 규정, 표준화 지침 등 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예방적 품질관리 

강화

○ (기반 강화) 데이터기반행정 담당인력 증원(2명),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이해를 위한 교육(60명) 추진

□ 소요 예산 : 별도예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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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2년도 문화재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대국민 수요에 맞는 원천데이터를 발굴·개방 확대하여 민간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기회 제공

○ 국민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의 장 마련

○ 예방적 품질관리 시행을 통한 데이터 생산 단계부터 품질 관리 강화

○ 전 직원 개념 이해, 전문가 분석 교육을 통한 데이터 역량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문화유산 원천, 비정형 데이터 등 40종(’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150 190 ( +40종 ↑ )

(‘21년대비증가수)

ㆍ(원천 데이터) 문화유산통계정보중활용도높은원천데이터* 개방

* 예시) 건조물문화재 지역별 현황, 동산문화재 유형별 현황 등

ㆍ(개별 시스템 데이터) 문화유산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 예시) 문화재 용어 사전, 아리랑 아카이브, 전통문화상품 현황 등

ㆍ(비정형 데이터) 디지털사업추진비정형데이터* 개방확대

* 예시) 천연기념물(동·식물, 지질) 형태, 지형, 분포 3D데이터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개정, 전 직원 역량 강화

- 공공데이터 실무협의회 재구성 및 운영 활성화

- 전 직원 데이터 개념 이해 및 실무담당자 전문가 교육 추진

○ (품질/표준화) 문화유산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수립, 예방적 품질관리

가이드 마련, 상시적 품질관리 도구 도입 확대

○ (데이터 생태계 조성) 행정안전부 디지털 뉴딜 사업 관련 공공데이터 

발굴, 구축, 가공 사업 추진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 (국민 참여 확대) 학계 협력 디지털 문화유산전, 대국민 경진대회 개최

□ 소요 예산 : 총 38,16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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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문화체육관광분야 데이터 개방추진 및 활용사례 발굴

○ 소속·산하 기관표준 확대방안 수립 및 품질진단 중점DB 대상범위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지속개방) 일상대화 말뭉치 비식별처리 데이터 등 154건 
(’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972 1,126 ( +154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개방) 정형데이터의 지속적인 추가
개방 및 비정형데이터 개방 확대, 개인정보 비식별처리를
통한 비식별화 데이터 개방 확대

- (품질/표준화) 기관별 품질관리 계획 수립(34건), 품질관리 컨설팅 

(데이터 품질 오류 진단 개선 및 문체부 기관표준 확대 적용), 공공데이터  

표준화 계획 수립(13건)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기관 데이터 포털 신규 구축(1건) 및 고도화(5건),

데이터 기업 지원(24건), 공공데이터 일자리 창출 592명 등 추진

○ (데이터 정책참여 확대) LOD민관협력 인프라 구축 등 사회 문제해결 추진

(10건), 국민의 공공데이터 정책 참여 확대(16건)

○ (제공 추진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제공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10건),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4명), 대국민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교육

(126명),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관리 및 역량강화교육(755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29,79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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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실생활에 유용한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발굴 및 데이터 개방 확대
- 방송통신 정보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데이터의 활용성 강화
- 광고창작시스템(AISAC), 시청점유율 조사 보고서, 공익광고 데이터 등 
신규 데이터 개방 확대

○ 광고경기전망지수(KAI)(통계청 승인) 품질관리 강화

- 광고매체 경기변동 및 광고산업 경기진단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글로벌 기관 등과 공공데이터 정책 및 경헙 교류‧협력 실시

-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사와 데이터 교류 협약을 통한 데이터 활용도 확대

○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과 관련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발굴 및 활용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방송통계데이터, 시청점유율 등 65건 추가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64 129
( +65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데이터개방) 방송통계데이터, 광고창작, 공익광고, 시청점유율, 시청자

권익증진을위한데이터개방확대

ㆍ(창업 지원) 민관협업 통해 공공 미디어 분야 창업 지원

- (품질/표준화) 품질관리 컨설팅 등을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

(13명) 추진

○ (국민참여 확대) 대국민 및 업계 수요조사를 통한 신규 데이터 개방과 공공

데이터 활용사례 공모를 통한 국민 참여 확대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 일반국민(공공데이터 활용법 등)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

□ 소요 예산 : 총 20.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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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2년도 방위사업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방위사업청 보유 데이터 개방 및 타기관 데이터와의 융합 활성화,
품질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데이터 이용 확대

○ 민간의 공공데이터 수요 파악 등 민간 참여 확대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방산수출입 데이터 등 3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1,036 1,039 ( +3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방산수출입 지원분야 개방) 방산수출입 지원분야 청 데이터

개방 확대

ㆍ(방산수출입-HSK 데이터 융합) 관세청과 HSK 품목 정보

융합 데이터 구축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 전사 데이터 표준 개선,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 13개의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2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국방기술 사업화를 위한 교류회(6건),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한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6명), 국민(데이터 품질진단 도구 

이해 및 활용 교육과정, 1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

(예방적 데이터 품질관리과정 등, 32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1,31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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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2년도 법무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발굴 및 

확대 개방 추진

○ 품질관리 체계 확립 및 공공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법교육 동영상 비정형데이터 등 14건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129 143
( +14개 ↑ )

(‘21년대비 증가 수)

ㆍ (법률복지분야개방) 교육동영상비정형데이터등추가개방확대

ㆍ (공공데이터발굴) 국민관심분야의 사회안전및법무분야데이터발굴

ㆍ (공공데이터 융·복합 발굴) 법무 데이터 관련 융·복합 서비스

발굴을위한공모참여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전산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품질 및 표준화 점검 강화,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등록·관리를 통한 체계적 품질관리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

(4명) 추진

○ (국민참여 확대) 데이터 정책수립을 위한 국민참여 수요조사 추진, 데이터 

수요 창출과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3건),

데이터 담당자의 업무 역량 확대를 위한 온라인 전문교육(4회) 및 

품질교육(2회) 추진

□ 소요 예산 : 총 11,12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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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2년도 법제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리걸테크 산업 및 사회의 수요를 지원하는 법령정보 데이터 개방 
및 융합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 법제처 보유 데이터 개방 및 타기관 데이터와의 연계 활성화, 데이터
품질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데이터 이용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다변화) 위원회 결정문 등 10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목록 수)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137 147 ( +10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법령정보 지식베이스의
법령용어사전, 생활용어사전, 관계사전(시소러스) DB 구축을
통한 법령정보 실생활에 유용한 데이터의 확보 기반 마련

ㆍ(위원회 결정문 제공, 3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사건
처리 의결서(공정위), 고충민원 의결서(권익위),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결정문(개보위)을 통합하여 API 제공

ㆍ(비정형데이터, 7건) 법제처에서 정기적으로 법령해석례
및 심사기준, 정비사례 등 연도별 또는 반기별로 전자
책자 형태의 비정형데이터 제공

- (품질/표준화) 품질관리 규정 마련, 품질관리 조직 운영, 법령정보 

데이터 품질 오류 진단․개선, 데이터 표준구조 연계 정의서 마련 등 

품질관리(4건), 자체 표준화(1건) 추진

○ (생태계 및 데이터경제활성화) 기관 자체 포털 고도화 추진(1건), 디지털

뉴딜 등 공공데이터 관련 신규일자리 창출(2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민-관 간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소(2건) 및 

국민의 공공데이터 정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 추진(2건)

○ (기반 강화) 데이터 공유 활성화 기반을 위한 처내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지침 개정(1건), 법령정보의 글로벌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2건),

법령정보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사업 전문인력 확충(5급 1명),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교육(데이터품질관리 과정, 166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3,88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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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2년도 병무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수요 및 민간 활용성이 높은 병역자료 개방 추진

○ 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➊ 데이터 개방

○ 개방 계획(총괄)

- 사회복무요원 자료 등 6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1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63 69 ( +6개 ↑ )

(‘21년대비증가수)

․(병역자원) 병역자원 판정검사 관련 자료

․(현역모집) 현역병 입영, 상근 선발 등

․(사화복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련 자료

․(동원관리) 동원훈련 이수자 우대기관 정보

․(혁신행정) 병역명문가 우대 정보

○ 상세 추진 계획

- 개방정책 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복무, 동원훈련, 의학, 의료산업 등 

민간분야 개방 확대를 통한 민간 개방 추진

* 병무행정 데이터의 비식별 및 익명화처리

- 병역판정용 의료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

∙병역판정을 위한 진단서를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에 전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병무청에서 직접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확인 하는 방식

- 병역판정검사 자료의 수요자 중심 데이터 개방

-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및 병무행정 분석 시스템 개발 

➋ 공공데이터 개방 생태계 조성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및 ‘성균관대 의대’ 등과 협력 강화

- 특수목적(신체 표준 사이즈 등) 연구를 위한 개방

□ 소요 예산 : 총 1,36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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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2년도 보건복지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보건의료, 사회보장 데이터 등 통합 활용방안 마련 및 데이터 

활용 인프라 강화

○ 수요자 중심 및 사회적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의 실증화 지원 마련

○ 코로나19 데이터 등 사회현안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 데이터 선제적

개방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헬스케어 데이터 등 314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1,124 1,438 ( +314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신산업분야) 계절성 및 생활환경 관련 건강보험 진료정보

개방 및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기기 연동정보 데이터 등

ㆍ(사회현안)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오픈API

○ (품질/표준화) 데이터품질관리협의체 운영 및 오류개선 컨설팅 진행,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16건), 기관(본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80%이상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 기업 분석 인프라 및 스타트업 인큐 

베이팅 전문 프로그램 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 및 R&D

지원 등 신규일자리(55명) 창출 노력 

○ (국민참여 확대) 국민참여(보건의료, 사회복지분야) 창업경진대회(3건),

개인 진료정보, 사회보장 등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8건) 등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15건),

산·학·관 연계 맞춤형 인재양성 등 국민 대상(7개 과정, 960명)과 내부직원

데이터 역량 강화 및 품질 교육(22개 과정) 추진

□ 소요 예산 : 총 16,17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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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2년도 산림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하고 질 좋은 산림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산림공공데이터 국민참여 확대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 지원

○ 산림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버섯자원, 산림생명 바이오 데이터 등 44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281 325
( +44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산림분야 개방) 산림자원, 산립과학, 산림항공, 산림휴양･복지,

산림교육, 임산물정보등산림청및소속･산하기관데이터개방확대
ㆍ(생활환경분야개방) 시드뱅크종자·백두대간식물정보, 숲길내산림
건강정보등국가중점데이터개방확대

ㆍ(산림데이터융합) 산림빅데이터(민간) 플래폼활성화사업을통한
민-관산림분야융합데이터구축

○ (품질/표준화) 개방 데이터 현행화, 데이터 점검·개선 등 품질관리(10건),

표준화 정기점검·반영, 데이터 표준 마련 등 데이터 표준화(5건)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 인턴십 등일자리 창출(65명), 산림빅터거래소 운영(1건),

산림분야 데이터 바우처 전문기관 운영(1건), 데이터 수요·공급기업 발굴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4건),

수요조사·창업경진 대회 등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7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정비, 국민대상 활용 역량 교육(2회, 100명)과 

직원대상 데이터 관리 및 역량 강화 교육(8회, 226명) 등 추진

□ 소요 예산 : 총 2,36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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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의 개방 및 융합 활성화,
품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데이터 이용 확대 

○ 공공데이터 분석ㆍ활용 확대 및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지원 등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디지털 혁신성장에 기여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융⸱복합 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309건 신규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2,673 2,982 ( +309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신산업 분야) 수소충전소, 신제품 개발 현황, R&D 현황 등

ㆍ(사회현안) 신재생 에너지, ESS 설비, 신재생에너지 현황 등

ㆍ(발전데이터 융⸱복합) 풍속⸱일조량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데이터 및 신재생에너지 지도 제공

- (품질/표준화) 업무분야별 분과표준 제정(2개 분야), 개방 데이터의

품질점검 수행(12건), 기관표준의 확대적용(18건),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등록·관리(16건),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6건)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자체 개방 포털의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추진(5건),

성장단계별 데이터기업 지원(87건),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인프라 구축･
지원(3건),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비 방침 마련(12건)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38건), 데이터기반 국민 참여확대(62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법령 및 내부규정 제ㆍ개정

(36건),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293명), 국민(11회, 665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56회, 12,584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35,813백만원



- 65 -

30  2022년도 새만금개발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

- 새만금 개발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 입주기관, 인접지역 주민 등

수요자가 쉽게 이용·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개방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새만금지역 지형 정보 등 융·복합 데이터 등 2건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19’22년

16 18 ( +2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사회문제 해결) 새만금 지형정보변화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데이터 개방

- 새만금지역 3차원 공간정보 융복합 데이터

-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데이터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 3개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융복합된 새만금 3차원 공간정보 개방을 통해 민간 

기업(카카오, 네이버) 활용 지원 강화

○ (국민참여 확대) 새만금개발 진척 현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사업관리 현황, 새만금 공간정보 등 데이터 개방 확대(1건),

새만금 관련 개방 요구가 높은 데이터 분야 수요조사 등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2명),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자체 교육(2개 과정, 70명) 추진

□ 소요 예산 :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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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2년도 소방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 안전과 밀접한 데이터 집중 발굴 및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

으로 국민수요에 대한 적극행정 수행 및 新 비즈니스 창출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을 통해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상호연계성 확보

○ 구급 차량 출동, 특수 재난 관련 영상 등 소방 정책 자료 개방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구급차량출동 등 15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99 114 ( +15개↑)

(‘21년대비

증가수)

ㆍ(소방청) 119구급활동 현황, 구급 차량 출동정보 등 5건 개방

ㆍ(중앙소방학교) 월별 교육 일정, 119 소방정책 컨퍼런스 자료 2건 개방

ㆍ(중앙119구조본부) 특수재난대비장비현황·교육·훈련, 구조견양성등 4건개방

ㆍ(국립소방연구원) 특수화재 등 실증실험 기반 영상 등 2건 개방

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별 품목현황, 위험물 안전제품 제조업체 정보

2건 개방

- (품질/표준화) 품질관리 규정 마련, 품질관리 조직 운영, 데이터 품질 오류

진단‧개선, 데이터 표준구조 연계 정의서 마련 등 자체 표준화(1건)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소방데이터 활용한 다양한 정책,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민간기업 간담회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소방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로 국민

참여 확대(1건)

○ (기반 강화)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교육 2회 추진

□ 소요 예산 : 총 1524.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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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 중심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부터 품질관리,

개방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내실화

○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전방위적 데이터 발굴 및 데이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데이터 개방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식중독균 유전체 데이터 등 109건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435 544 ( +109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식중독 유전체 및 위해정보 개방) 식중독 유전체
정보 등 식의약 분야 데이터 개방(105건)

ㆍ(비정형 데이터 개방) 식품공장 식품안전관리 자동기록
데이터 (1건)

ㆍ(기관내 DB간 데이터융합) 식품오염 가능성 지도 등
융복합 추진 및 추가 개방(3건)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5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2건),

메타데이터 등록·관리(12건),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12건)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데이터 기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데이터 활용확대 추진

(1건),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3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2명), 국민(설명회, 10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역량강화과정, 1,055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1,8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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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22년도 여성가족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 추가개방 가능한 데이터 발굴 및 개방 다변화

○ 산하기관 보유 데이터 중 기관 특성에 맞게 공개하되, 민관 대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 관리지표를 통한 산하기관 공공데이터 개방·품질 관리역량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청소년활동 데이터, 발행연감, 청소년상담사례 등 50건
(’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241 291 ( +50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사회현안분야 개방) 청소년활동, 아이돌봄 모니터링, 일자리

협력망, 성희롱 실태조사 등 데이터 개방 확대

- (품질/표준화) 공공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이미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 등 추진

※ 범정부 표준정의 개정에 따른 기관표준 반영, 정보시스템별 표준정의 개선

- (품질진단·개선) 기관 보유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개선 조치,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

○ (국민참여 확대) 공공데이터 활용 수요조사, 공모전 등 수요자 중심의 개방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 활용 국민참여 채널 다변화 확대 등

○ (기반 강화)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 추진, 공공데이터 제공규정 개정 추진

※ 공공데이터 관련 내부규정 제·개정(5개 기관, 10건), 데이터 전문인력 확충,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협의체 간담회 및 품질관리교육 실시

□ 소요 예산 :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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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2년도 외교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해외안전 융합정보 개방사업 계기에 수립한 융‧복합 및 비정형 데이터 

개방전략 이행을 통해 개방데이터 확대 및 활용도 강화
※ 상호보완적 융·복합 데이터 발굴, 주제별로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 묶음 제공,
표준규격에 준용하는 메타데이터 정보를 동시에 확보하는 노력 등

○ 수요자 협의체 구성, 간담회 실시, 의견 수렴 등 국민의 데이터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기관 자체 개방포털 고도화를 통한 대국민 데이터 서비스 품질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국가별 안전문자, 개발협력사업 수행지역 사진 등 31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추진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231 262 ( +31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해외안전 분야 개방) 국가별 맞춤형 안전문자, 국가별 종합

환경정보 등 개방 확대 및 개방데이터 현행화 지속

ㆍ(개발협력분야개방) 주요사업목록, 성과지표데이터등개발

협력사업데이터추가개방

- (품질/표준화) 품질관리 전문인력 확보, DB 품질진단 및 오류개선 실시 등 

기관 데이터 품질 제고,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

데이터 등록·관리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23명),
귀국봉사단원 취창업 지원(KOICA 리턴프로그램)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수요자 협의체 운영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1건), 공공

데이터 개방 및 활용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확대(5건)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5명), 국민(1과정, 2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4과정, 245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1,18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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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22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확립

○ 공개 가능한 데이터 발굴을 통한 정형·비정형데이터 개방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원자력안전분야 데이터 4건 및 비정형데이터 1건, 원자력

통제 규제 및 교육분야 데이터 37건, 원자력 관련 데이터 2건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525 569 ( +44 ↑ )

(‘21년대비증가수)

ㆍ(원자력안전분야 개방) 원자력안전분야 데이터 개방
ㆍ(비정형데이터 개방) 원자력안전규제분야 비정형데이터개방
ㆍ(원자력통제 규제 및 교육분야 개방) 원자력통제 규제 및
교육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ㆍ기존 등록 데이터 404건 관리 및 최신화 추진
ㆍ원자력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 (품질/표준화)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최신화 및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활동, 기관표준 적용 

확대,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도입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수행

○ (데이터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 인턴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NSSIC) 주관 등 국민참여 확대,

대민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창구 운영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1명),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공공데이터 개방·품질교육 과정, 2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28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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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22년도 인사혁신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 비정형‧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고품질 인사 데이터
개방 확대

○ 민-관 협력 및 대국민 공공데이터 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민간기업 
수익 경로 확대

○ 공무원 및 대국민 대상 공공데이터 활용능력 향상 교육 확대

※ 2022년 행안부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방향 설정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공무원 PC 납품데이터 등 19건(’22년 신규) 개방 

개방 데이터 수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456 475
( +19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신규 개방) 교육분야 국가인재원 정형·비정형·데이터 개방

확대 및 현행화

ㆍ(데이터 융합) 공무원 현원, PC납품실적 융합 데이터 구축

- (품질/표준화) 3세대 e-사람, 사이버국가고시 시스템 구축 ISP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2건)

○ (데이터생태계 조성)
- 민간 대상 인사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인재개발 플랫폼을 통한 민간 콘텐츠 기업 새로운 수익 경로 창출

○ (국민참여 확대)
- 민간학회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 민간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인사데이터 수요조사 실시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2명), 공무원 및 교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27개 과정, 2,056명, 나라배움터 이러닝 교육 

미산정) 추진

□ 소요 예산 :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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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22년도 조달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고가치‧고품질 공공조달데이터 개방 지속 확대

○ 개방인프라 강화를 통해 조달정보 공공데이터 활용성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우수제품 중앙조달 집계 개방 등 9건* 추진

개방 데이터 수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21년대비증가수)

· (파일데이터) 84종

· (오픈API) 18종 181개

오퍼레이션

· (파일데이터)

86종(2개↑)

· (오픈API) 18종 183개

오퍼레이션(2개↑)

·(파일데이터) 우수제품중앙조달집계
·(파일데이터) 상품정보품목분류변경
이력내역
·(오픈API) 특정품목조달내역
·(오픈API) 특정품목조달집계

* 신규데이터개방 4건, 개방사업 1건, 서비스품질관리 3건, 표준화 1건

○ (데이터 생태계 조성) 시스템 컨텐츠 정비, 보고서 조회 성능개선,

대용량 데이터 다운로드 개선 등 6건* 추진

* 시스템개선 3건, 경진대회(분석)·박람회 2건, 민간중복‧유사서비스조사 1건

○ (데이터 정책 참여 확대)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등 2건* 추진

* 온라인설문조사 1건, 경진대회(아이디어공모) 1건

○ (추진기반 강화) 조달데이터 오픈API 개발 사용자 교육 추진 등 3건* 추진

* 오픈API 개발 사용자 교육 1건, 담당자 데이터 관리 및 역량 교육 2건

□ 소요 예산 : 총 4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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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가 높은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추진

○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확보 및 수준 향상을 위해 관리체계 강화

○ 개방데이터 활용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민관‧협업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의 신규데이터 66건

(’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예정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10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3건),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 10개의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10건)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등 공공데이터 관련 신규일자리 창출(138명) 추진

○ (국민참여 확대) 데이터 보유 민간·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사회현안 해결,

공공데이터 정책 참여 등 대국민 수요조사 및 온라인 창구 운영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3명), 국민(창업과정, 12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데이터역량과정, 557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19,891.8백만원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549 615 ( +66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정형데이터) 증명(확인)서 및 공고목록정보를 API로 개방

ㆍ(신산업데이터) 신산업 분야 펀드 출자현황 제공

ㆍ(비정형데이터) 소식지, 홍보영상, 간행물 등 개방

ㆍ(비식별처리) 창업패키지 선정자 정보 비식별화 추진

ㆍ(융복합데이터) 제조특화 AI 데이터셋 목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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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22년도 질병관리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개방 데이터 현행화, 품질점검 등 신뢰성 있는 공공데이터 제공

○ 질병관리청 운영 정보시스템의 메타데이터 등록 등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및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교육을 통한 기관 데이터 개선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데이터 등 73건 개방 중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73 73 ( +0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본청 및 소속기관의 질병보건분야 데이터 개방 유지

ㆍ파일데이터의 주기적인 자료 현행화 및 오픈 포맷 유지

등을 통한 신뢰성 있는 공공데이터 제공

- (품질/표준화) 정보시스템(DB) 구축, 고도화 등 정보화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 56개의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등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질병관리청 데이터를 활용한 총 28개 웹/앱 

서비스 운영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2명), 질병관리청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교육 추진

□ 소요 예산 : 총 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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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22년도 통계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이용자 중심의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지속 확대

○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공공데이터의 적정 품질수준 확보 및 

통계생산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신규 통계 데이터 등 5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745 754 ( +9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행정데이터 융합) 사회분야 융합 데이터 개방

ㆍ(산업분야 개방) 산업ž직업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

데이터베이스 6개의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신규일자리 창출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업 추진(6건),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2건) 등

○ (기반 강화) 국민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 추진

□ 소요 예산 : 총 13,01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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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22년도 통일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국민의 통일‧평화 공감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 발굴 및 개방

○ 데이터 개방과 효과적 활용을 위해 국민참여 의견수렴 확대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DMZ 관련자료, 남북회담사료 등 다양한 데이터 신규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49 51 ( +2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DMZ 종합정보) DMZ의 지리‧지형, 역사‧문화, 생태‧환경,

통일‧평화 정보 개방 등 약 12,000건의 다양한 정보를 개방

ㆍ(남북회담사료) 남북회담사료의 순차적 공개

ㆍ(개방형API 제공) 오픈포맷 3단계이상 변환 및 신규

개방 확대

○ (품질/표준화) 데이터 품질 오류진단, 추적‧개선 등 예방적 품질관리 

강화 및 기관자체 표준 적용 확대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개방 및 품질사업 관련 청년인턴

신규 일자리 창출 노력 지속

○ (국민참여 확대) 대국민 수요를 반영한 개방정책 수립 추진 및 신규 개방되는

DMZ 정보 등 공공데이터 활용 성과 제고를 위해 대국민 참여 활성화 도모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관련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전직원 대상 직장교육 확대 추진 및 내부관리 지침 강화

□ 소요 예산 : 총 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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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22년도 특허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민간 수요가 높은 신규데이터 제공 확대 및 기존데이터 품질개선  

○ 개방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창업 촉진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이스라엘 특허공보, 미국 권리자정보 데이터, 중한

특허코퍼스 등 65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512 577
( +65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해외데이터 개방) 이스라엘 특허공보, 미국 권리자정보 등

데이터 2종 확대 개방

ㆍ(학습데이터 개방) AI학습데이터인 중한특허코퍼스 1종 개방

ㆍ(특허동향) 특허기술동향 조사 동향자료 개방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1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1건),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 37개의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7건) 등 추진

○ (생태계 및 데이터경제활성화) 디지털 뉴딜 관련 개방 및 데이터 활용

기업지원 확대하여 신규일자리 창출 47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지식재산 정보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1회) 및 기업대상  

간담회(1회), 수요조사(2회) 등 국민참여 활동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2명)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교육 등 15회 이상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담당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관리역량 강화교육

(1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3,06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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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022년도 해양경찰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및 융합 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

○ 데이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추진으로 공공데이터의 이해도 향상 및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강화와 데이터기반 문제해결 능력 증진

※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 :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데이터

해석 능력으로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대에 요구되는 역량

○ 데이터 점검체계 내재화를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표준 점검 강화

□ 주요 추진내용

○ (데이터 개방) 해양안전 등 정형･비정형 데이터 총 약 100건(’22년 신규)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164 264
( +100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해양안전･수상레저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ㆍ(해양융합DB구축) 대내･외데이터및관련정보융･복합추진

ㆍ(공간정보 개방확대) 레저관리구역, 사망사고 다발구역 등

- (품질/표준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예방적 품질관리 포함) 수립 및 메타

데이터 현행화 등 품질점검 및 데이터 오류 진단‧개선 추진

○ (국민참여 확대) 공공데이터 신규 개방 및 활용 대국민 설문조사 추진,

데이터활용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빅데이터 관련 컨퍼런스 참여

○ (기반 강화) 데이터 전문인력 확충(2명),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교육(온･오프라인

과정 운영, 약 1,000명) 추진, 데이터 기반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소요 예산 : 총 3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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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22년도 해양수산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해양수산부 운영ㆍ관리 시스템 데이터현황 재조사 및 고수요 데이터 신규 개방

○ 국민ㆍ직원의 데이터플랫폼 분석기반 강화 및 활용 촉진 

○ DB품질 진단과 오류원인 분석을 통해 정제계획을 수립·실행 및 품질

관리 자동화방안 수립

○ 직원 및 데이터전담인력의 데이터역량 수준점검 및 개선교육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해양관측정보, 항만 데이터 등 162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5,127 5,289 ( +162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최신관측 데이터, 이안류, 해수욕지수 정보 등 소속･산하기관

데이터 개방 확대

ㆍ해양수산 빅데이터플랫폼 통합‧융합 데이터개방 확대

○ (보유 데이터 재조사) 우리부 구축·운영 시스템(86개)의 데이터보유 개방 

현황, 수요 조사 및 개방확대 계획 수립

○ (표준 및 품질 제고)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15건),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등록(19개)·관리

○ (수요자 참여확대)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대국민 설문 및 기업ㆍ기관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데이터 수요수렴(9건) 및 활용 촉진

○ (전담인력)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실무담당자 및 

유지보수 인력(5명) 배치·운영

○ (역량강화)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 및 공공데이터 역량강화를 위한 

대·내외 회의 및 담당자 교육 실시(연 10회, 320명)

□ 소요 예산 : 총 2,95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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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22년도 행정안전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발굴 및 개방

○ (품질 강화) 부내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활용한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 (이용 활성화) 기 개방된 개방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협의체 운영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공직자 재산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데이터 등
59건 개방 

개방 데이터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769 828 ( +59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중점데이터 개방) 공직자 재산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

항 공개, 관보목록정보, 입법예고등 10건 개방추진

ㆍ(행정·안전) ‘21년 자체발굴개방데이터인표준시가정보,

한파쉼터, 국가기준데이터목록등 46건,

ㆍ(비정형)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 운영 지침, 모바일 UX활용

가이드등 3건 개방추진

- (품질/표준화)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시 예방적 품질관리, 부내 데이터 표준 

정의·확산*,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시 데이터 표준 컨설팅, 데이터품질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적 데이터 품질진단 환경 구축, 메타 데이터 등록** 추진
* 표준용어:4,020개, 표준단어:5,216개, 표준도메인: 164개, ** 메타 데이터 등록 100개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 자체 포털 고도화

(7건), 데이터 기업 지원(5건), 신규일자리 창출(512명)*등 추진
* 디지털 뉴딜(공공데이터, 공공빅데이터) 등 공공데이터 관련 일자리 522명 창출

○ (국민참여 확대)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 

(3건),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4건),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추진(1건) 등
*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한 분리세대 구성원을 포함한 우리가족 수혜서비스 안내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관련 조례 제정(1건) 공공데이터 활성화 위한  

협의체 운영,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21회, 504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22,16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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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22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신규 데이터(정형, 비정형) 발굴  

및 품질 오류 진단 등 공공데이터 개선 추진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스마트 시설 현황 데이터 등 정형·비정형 데이터 포함 4건

(’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37 41 ( +4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정형데이터) 행복도시 스마트시설 현황 등

ㆍ(비정형데이터) 행복도시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등

- (품질/표준화) 품질관리 규정 정비, 데이터 품질오류 진단‧개선,

데이터 표준 준수 등 자체 품질 개선 추진

○ (국민참여 확대)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참여 리빙랩 사업(2차) 추진으로 

시민 스스로 지역문제 도출·해결 및 평가

○ (기반 강화) 행복청 내 데이터 전담 인력 확충 및 각 부서 공공데이터

담당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및 활용 교육(자체교육) 추진

□ 소요 예산 : 총 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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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022년도 환경부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고품질의 환경데이터 개방·융합 확대 및 활용성 제고

○ 공공-민간 데이터 유통 및 융합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가뭄정보 데이터 등 178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481 659 ( +178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비정형·융복합 데이터 등 178건 개방 확대
- 재난안전·생활환경분야 정형데이터 46건 개방
- 환경보건분야 비정형데이터 126건 개방
- 생활환경분야 비식별처리 6건 개방
- 재난안전분야 데이터 융복합 추진 4건 개방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30건), 기관 차원의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개선 및 소속·산하기관 표준확대,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 56개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21건)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성장단계별 데이터 기업 지원사업(2건), 데이터 거래

및 유통 인프라 지원 사업(6건, 17.88억원),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

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46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시민사회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사업 추진

(5건),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9건) 등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8건), 글로벌 

국제협력 사업 추진(2건), 국민(2개 과정, 5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15개 과정, 405명) 등 추진

□ 소요 예산 : 총 4,0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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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022년도 강원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비정형, 융복합 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개방 폭 확대

○ 고품질 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발굴 및 데이터 활용 정책 결정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생활환경, 문화관광 데이터 등 총 140건의 신규 데이터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442 2,158
( +1.716개 ↑ )

(‘21년대비 증가 수)

ㆍ(정형데이터개방) 사회복지, 생활환경분야등데이터개방확대

ㆍ(비정형데이터개방등) 문화관광, 행정분야등데이터개방추진

- (품질/표준화)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화

추진(3건) 및 품질개선 활동 추진(13건),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상시), 기관메타시스템을 통한 

메타데이터 등록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자체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강원도 홍천군) 및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51명 예정)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공공데이터 정책 반영을 위한 국민참여 활동(10건),
데이터 자기 결정권(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2건) 추진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자체 법·제도 정비(4건),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3명),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16개 과정, 4,677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3,03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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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022년도 경기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 시민단체, 민간기관 등과 협력을 통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신용보증 데이터, 대기환경예측 데이터 등 321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4,071 4,392 ( +321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신산업 및 사회현안) 정책금융 분야 신용보증 데이터, 생활

환경 분야 시군별 탄소배출량 데이터 등 개방 추진

ㆍ(비정형 데이터 개방)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 문화예술

분야 전통문양 이미지 등 개방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체계 구축,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67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154건),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 299개의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101건)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

(148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

(8건),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30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19명), 국민(데이터 산업인력 양성과정,

데이터 기초 활용 교육 등 6회 48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데이터 역량강화 교육,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문 교육 등 52회 

10,454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18,45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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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22년도 경상남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질 좋은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신산업 

육성 지원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향상

○ 국민의 데이터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데이터 교육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정형 데이터 등 623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2,094

(도744)

2,717

(도890)

(시·군·공공+477개)

(도 +146개)

(‘21년대비증가수)

ㆍ정형·비정형 데이터 등 다양 데이터의 발굴 및 개방 623건

-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등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품질관리 진단실시(19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 메타데이터 등록·관리(14건)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

(77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

(7건),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16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24개팀 51명), 국민(공공데이터  

기본 과정 등, 1,33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

(공공데이터 담당자 교육 등, 3,91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3,19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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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22년도 경상북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데이터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추진 

○ 융·복합 및 비정형 데이터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 체계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소상공인 현황 데이터 등 473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2,343 3,889 ( +1,546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산업고용·지역개발분야 등 정형데이터 개방 확대

ㆍ문화·농업·행정분야 등의 비정형 데이터 개방

ㆍ생활SOC 위치정보와 인구데이터의 융합 데이터 구축

- (품질/표준화)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실시(4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 확대(20건),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 120개의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80건)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

(67명) 및 공공데이터 활용문화 조성으로 창업 촉진

○ (국민참여 확대) 민-관 간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사회 문제해결 추진(8건),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14건), 마이데이터 구축사업 추진(1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7명), 국민(4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7,388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1,81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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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22년도 광주광역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분야의

데이터 적극 발굴 및 개방 확대

○ 상시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및 표준화 점검수행으로 데이터 최신성,

정확성 확보

○ 공무원의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방, 품질 부분별 전문교육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생활환경 데이터 등 61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1,248 1,309 ( +61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신산업및사회현안) 생활환경등소속･산하기관데이터개방확대

ㆍ(비정형데이터개방) 통계연보, 여성 통계 등

- (품질/표준화)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실시,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고도화,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참여로 신규일자리 창출(19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1건), 데이터 기반 국민 참여를 위한 활동(6건) 실시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2명),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15회, 1800여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3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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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022년도 대구광역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질적으로 도약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조직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

○ 공공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활성화 및 시민의 공공데이터 정책 참여

기회 확대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재난안전, 교통 데이터 등 417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1,387 1,804
( +417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정형데이터 개방) 신산업･사회현안 관련 77건 등 총134건

ㆍ(비정형데이터 개방) 공공행정･관광분야 등 총283건

- (품질/표준화) 기관 표준 확대 및 업무규칙 발굴, 품질‧표준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Help-Desk 운영, 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

관리 진단실시, 기관별 연간 목표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등

○ (데이터생태계 조성) 지역 데이터기업 창업지원,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 

컨설팅 개최, 디지털 뉴딜 관련 신규일자리 창출, 스마트시티 분야 데이터

프리존 구축 등

○ (국민참여 확대) 데이터분야 창업지원협의체 운영, 대국민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조사, 기업 간담회 등

○ (기반 강화) 시민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 추진

□ 소요 예산 : 총 1,50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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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22년도 대전광역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관리 강화  

○ 시민․기업 등의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으로 데이터 생태계 조성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253건 추가개방(정형 189, 비정형 33, 비식별화 20, 융복합 11)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1,532 1,785 ( +253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시민 중심의 데이터 개방) 교통, 환경등시민활용도 높은 정보
시스템 데이터․도시데이터개방, CCTV영상등비정형데이터개방

ㆍ(과학기술+공공데이터등융복합) 산하출연기관, 정부출연연등과협업
하여과학기술, 연구데이터등수집․융복합으로데이터특화도시구현

➡ 총 4건(700백만원)의 데이터 개방 사업 추진  
- (품질/표준화) 행안부 뉴딜사업 등과 연계, 공공데이터 및 DB 품질 획기적

    개선(10개 사업 / 10.6억원),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및 데이터 표준화(10개 사업)  
    자체 심의 제도화로 예방적 품질관리 강화, 기 구축 정보시스템 DB정비

➡ 대전시(본청): 지역기업 및 청년 데이터 인턴 등과 협업, 20개 정보시스템 DB 품질개선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 민간 창업 및 기업지원 확대*, 미개방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및 산업․연구 활성화 지원**, 각종 데이터 공모전*** 추진  

    * 공공데이터 기업매칭사업: 5억, 지역IT기업 성장 지원, 청년일자리 65명 창출
    * 데이터바우처사업: 40억, 창업․성장 모색하는 지역기업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필요데이터 지원 

   ** 데이터안심구역 지역거점 유치: 45억, 미개방데이터 분석․활용공간 구축, 신 산업육성
  *** 공공데이터 활용경진대회 등 개최(4~7월): 신제품 아이디어․ 서비스 발굴, 수상자 창업 지원   
○ (국민참여 확대) 민-관 파트너십 통한 데이터 행정 강화 및 사회문제 등 해결

(데이터 활성화 및 도시문제 해결 업무협약 체결 / K-DATA, KISTI, LH 등), 빅데이터위원회 

설치 및 정기 운영, 소상공인 설문조사 및 개방, 시민 데이터활용 수요조사 실시,
마이데이터 활용한 교통약자(임신부) 이동지원 서비스 등 실시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조례 개정 및 지침 
제정 등 5건 추진), 예비창업자 및 기업 등 대상으로 활용 교육(2회, 160명), 

     공직자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31회, 4,100명), 데이터 전담조직 확대   
□ 소요 예산 : 총 2,68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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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22년도 부산광역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융‧복합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신산업 

육성 지원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 공공데이터 정책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공공데이터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

○ 시민‧공무원의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 등 추진기반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전기차 데이터 등 109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테이블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2,411 2,520 ( 109개 ↑ )

(‘20년대비증가수)

ㆍ(정형 데이터) 전기차 충전소, 광안대로 통행정보 등 103건

ㆍ(비정형 데이터) 건축 도면, 관광 영상 등 6건

- (품질/표준화) 품질진단‧개선, 개방 데이터 갱신주기별 데이터 현행화, 

부산시 자체 표준데이터 지정 등

○ (데이터생태계 조성) 창업경진대회 개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중소

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금융분야 빅데이터센터 구축 등

○ (국민참여 확대) 시민 대상 설문조사, 공공데이터 기업 면담 등

○ (기반 강화) 공무원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 대국민 활용 역량 교육

□ 소요 예산 : 총 2,976백만원(시비 1,876백만원, 국비 1,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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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22년도 서울특별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시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민 ·관 협력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국민의 데이터 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추진

○ 제도 정비 및 개선, 직원역량 강화 등을 통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추진기반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민간융합, 비정형 데이터 등 345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4,568 4,913
(+345개↑)

(‘21년대비증가수)

ㆍ정형, 비정형, 비식별 및 익명화 데이터 개방 확대
ㆍ통신, 금융기관 등과 다양한 민간융합 데이터 구축 등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 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24건),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 

(22건) 등 품질개선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

(125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

(9건),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29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4명), 국민(데이터 활용과정 등,

5,170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공공데이터 정책 

과정, 2,745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24,74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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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신기술 기반 활성화)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드론 등 중점 데이터 개방

○ (사회현안 문제해결)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및 인프라 고도화

- 지방정부(11개 시도)(11개 시도)(11개 시도) 데이터정책 협의체,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등

○ (시민편익 증진) 공공마이데이터, 생활밀착형 지도정보 서비스 제공

○ (일자리 창출·기업 육성) 기업매칭 사업, 청년인턴십, 경진대회·공모전 등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드론 영상데이터 신규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152 160
( +8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드론 등 신기술 분야 데이터 개방

ㆍ지역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ㆍ공공마이데이터 활용으로 현장방문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ㆍOPEN-API 데이터 확대로 생활지도서비스(세종엔) 확대

- (품질) 旣 개방 데이터 현행화, 메타데이터 시스템 운영·관리(현행화 90% 

이상), 용어·형식 통일, 산출물 관리 등 품질관리 컨설팅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 뉴딜 관련 개방 및 품질사업 등 신규

일자리 창출(10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설문조사,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빅데이터 공모전 등

○ (기반 강화)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담당자 교육, 데이터 

인력 양성 교육 실시

□ 소요 예산 : 총 3,28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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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22년도 울산광역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데이터 활용 민간 창업 적극 지원 및 공공데이터 개방·품질개선을 

통한 민간 이용활성화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급식카드 가맹점 등 10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1,370 1,380
( +10 ↑ )

(‘21년대비증가수)
ㆍ1인당 지방세 부담액, 급식카드 가맹점 등 데이터 개방

- (품질/표준화) 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 10개의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10건)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개방 및 품질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15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2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1명),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교육(2개 과정, 150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3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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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22년도 인천광역시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고수요·고품질의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

○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추진을 통해 기관내 과학적 행정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생활환경, 재난안전 데이터 등 395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4,982 5,377 ( +395 ↑ )

(‘21년대비증가수)

ㆍ(정형데이터개방) 사회현안등소속･산하기관데이터개방확대

ㆍ(비정형데이터 개방) 환경, 관광분야 등 소속･산하기관 데이터

개방확대

- (품질/표준화) 예방적 품질관리 계획(15건) 및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 계획

(13건) 등 수립·시행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

(173명), 데이터 활용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경진대회 추진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

(2건),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11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11명), 국민 대상 역량강화(1개 과정,

300명),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26과정, 1,121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59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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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22년도 전라남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고수요․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확대

○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데이터․연계 개방으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 고품질 데이터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데이터 등 267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2,898 3,165
( +267 ↑ )

(‘21년대비증가수)

ㆍ(정형데이터개방) 전라남도고용우수인증기업현황

ㆍ(비정형데이터 개방) 농작물 재배작물 이미지, 문화재·관광지
이미지, 스마트팜 생육 사진 등 개방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DB)구축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실시(35건), 데이터 표준화 11개기관(12건)

○ (데이터생태계 조성) 자체 개방 포털 운영(3건), 일자리 창출(74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사회 문제해결 사업 추진(4건), 공공데이터 국민참여 확대

(14건), 마이데이터(1건), 기타(2건)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전문인력 확충(13명), 국민(2개 과정, 124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관리 교육(35개 과정, 5,647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1,354.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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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22년도 전라북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개방계획에 따른 신규데이터 지속 발굴로 개방 확대

○ 데이터 일제정비, 정보시스템 DB 품질관리 등 품질개선 활동 추진

○ 직원대상 공공빅데이터 교육 실시로 직원역량 및 추진 기반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등 125건(’22년 신규개방 건수) 개방 

○ (품질/표준화) 품질관리 조직 구성‧운영, 데이터 품질 오류 진단‧개선,
데이터 표준구조 연계 정의서 등 현행화 추진

-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 품질관리 교육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민·관·학이 참여하는 전북지역 빅데이터 공동연구회

기술협력을 통해 데이터 생태계 조성 기여

-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86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인력 교류(3건),

시민사회 민간과의 협력창구 운영(2건) 등

○ (기반 강화)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등 교육 추진

국민(3개 과정, 45명)과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37개 과정,

2,662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699.5백만원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2,005 2,130 ( +125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공공데이터분야 개방) 문화관광, 교통물류, 재난안전, 생활
환경, 복지의료, 산업경제, 보건방역, 체육청소년 농림분야
소속･산하기관 데이터 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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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다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최대한 개방하여 행정투명성 

증대 및 데이터 접근성 제고

○ 국민·기업 등 수요자 의견 수렴을 위한 대국민 수요조사 추진을 통해 

高수요, 高가치의 공공데이터 개방 지속 확대

○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디지털뉴딜’을 성공적

으로 완수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기회 제공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컨설팅 등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재난안전 데이터 등 66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798 864 ( +66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ㆍ사회현안 관련 데이터 개방 확대

- (품질/표준화) 표준화·품질관리 조직 운영, 기관 내 데이터 표준화,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31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설문조사 및 공모전을 통한 국민 참여 확대(9건) 등

○ (기반 강화)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10개 과정, 157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1,494.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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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22년도 충청남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개방확대) 충남형 데이터댐,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마트 구축

○ (품질관리) 데이터 생애주기별 효율적 통합관리 방안 마련

○ (유통생태계) 공공-민간 상호협력을 위한 데이터 오픈 플랫폼 구축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기관홈페이지 검색어 등 비정형데이터 등 28건

(’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2,163 2,301 ( +138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비정형데이터) 충남넷(대표홈페이지) 검색어 등

ㆍ(정형데이터) 충남도내공공기관대상정형데이터수집및개방

- (품질/표준화) 품질관리 규정 마련, 품질관리 조직 운영, 데이터 품질 오류 진단‧
개선, 데이터 표준구조 연계 정의서 마련 등 자체 표준화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공공인턴십 사업 활용, 품질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매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업 추진,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 등

○ (기반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사업 전문인력 확충,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교육 추진

□ 소요 예산 : 총 2,24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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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22년도 충청북도 시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 공공데이터 생애주기 관리를 통한 품질 및 신뢰성 제고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 (데이터 개방) 구조구급 데이터 등 15건(’22년 신규 개방 건수) 개방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22년 주요 사업 내용

’21 ’22년

296 320
( +24개 ↑ )

(‘21년대비증가수)

ㆍ(안전분야 개방) 재난안전분야 소방본부 데이터 개방 확대

ㆍ(비정형데이터 개방) 충북도의회 영상회의록 개방

- (품질/표준화)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개방목록 품질 개선 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데이터 표준 및 관리체계 정의서 재정립, 메타데이터 시스템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

○ (데이터생태계 조성)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사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

(50명)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 오류신고 창고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 확대(2건)

○ (기반 강화) 도청 및 산하기관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교육(충북자치연수원, 1,000명) 추진

□ 소요 예산 : 총 80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