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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사태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적극적 대응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데이터 개방은 특정 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수집하고 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현황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공공데이터포털 SNS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그 중 선진 사례 3국(인도, 미국, 한국)의
서비스를 선정하여 계량 분석, 피드백 분석, 시계열 분석, 정보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정보유형
및 이용요구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world is paying attention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ggressive COVID-19 response,
key of which is transparency and openness in sharing information. Opening up government information
is essential to enhancing its social and economic value through increased awareness and accessi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SNS operated by national open data
portals in which government-collected and -disclosed data is available an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the use of open data portals. To do this, the study compared 3 national open data portals, each
from India, U.S.A, and Korea, by performing quantitative analysis, user feedback analysis, time-series
analysis, and information type analysis. Based on the identified information types and user needs,
the study suggests concrete ways to facilitate the use of open data por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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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리하여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되어 왔으며
실제 데이터를 활용할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반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영되지 못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은 개방과 보급 자체보다

최근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사태를 극

는 수많은 자료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

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에 전 세계

하여 다음 세대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다. 따

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

라서 이제는 ‘개방’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이용자

고 있는 정보의 투명성과 발 빠른 공개에 그 방

로 하여금 공공데이터를 보다 많이, 그리고 다

점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는 각지에서 생성, 수

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 활성화’를

집,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로 적시에 개방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한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렇듯 공공데이터 개방은 특정 정보에 대한 국민

Service, 이하 SNS)는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사회

홍보 활동을 필요로 하는 정치인과 연예인들은

적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필수적이다. 나아가 경

물론이고 주요 행정기관과 기업들에게 소통,

제적 관점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비롯해 다양

서비스 제공, 마케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한 재화,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으며, 정치적 관

되고 있다(우항준, 황경태, 2010). 또한 SNS는

점에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상승시킬 수 있

사용자의 의견, 경험, 관점을 교환함으로써 집단

다(Granickas, 2013). 따라서 이용자가 공공데

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하는 온라인 매체

이터를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기록’으

이며, 이용자가 참여, 공유, 소통의 사회적 관계

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도와 신뢰

개념을 인터넷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소통 기구이다(Kaplan & Haenlein, 2010).

그러나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포털 이용 활성화

현재의 공공데이터 정책 및 서비스가 이용자의

를 위한 수단으로 SNS를 선정, 각 포털에서 운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

영하고 있는 SNS 현황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이 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공

도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가 낮다

공데이터포털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운용현

는 점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서형준, 명

황을 살펴보고, SNS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다

승환, 2014). 특히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개방’

양한 정보의 유형과 특성, 이용자 피드백 등을

수준은 OECD 국가 중 1위임에도 불구하고, 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포털에 대한

전히 활용도는 5% 정도에 불과해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

‘이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

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용 활성화

엇보다도 절실하다(김영현, 2016). 이는 기존의

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공공데이터 정책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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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방법 및 목적

용한 연구에는 Sobaci, Mehmet Zahid, & Naci
Karkin(2013)이 있다. 이들은 정부 관계자 트윗

본 연구는 국내외 공공데이터포털의 SNS 운

콘텐츠 및 유형을 분류하고 트위터가 지역 공공

용현황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SNS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하였다. Mergel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

(2016)은 중국 정부 SNS 계정의 정보 및 상호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

작용 성과에 대한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법은 다음과 같다.

들은 내용 분석을 통해 정부가 트위터로 제공

먼저 국내외 공공데이터포털 선진 사례 기관

하여야 하는 정보의 유형과 이용자와의 적극적

3곳을 선정하였으며, 분석 대상 SNS로는 이들

인 의견 교류를 위한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하여

포털이 공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트위터로 한

파악하였다.

정하였다. 트위터 선정 이유는 현재 운용하는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의 SNS 인식 및

SNS 중에서 신속성과 확장성이 높아 정보와 인

정보요구 유형 분석과 관련한 연구 중 정혜정,

지도를 높이는 데 유용하며 OpenAPI 등을 통

이혜영(2018)은 국가기록원의 SNS 게시글을

해 자동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 범위는

분석하여 이용자의 인식 및 정보요구를 파악하

각 기관의 트위터 계정 생성일부터 2019년 10월

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중심의 활성화

까지 생성된 모든 트윗을 자동 수집하였다. 특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Duff와 Haskell(2015)

히 각 기관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계정이 가

은 SNS가 이용자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장 최근 생성된 인도를 기준으로, 2013년 2월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서비스 자체를

터 2019년 10월까지의 데이터를 계량분석과 피

개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드백 분석, 시계열 분석, 정보유형 분석 등 세부

SNS를 통해 이용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이용자의

강조했다.

관심과 흥미가 높은 정보유형 및 이용요구 등을

트위터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정보요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데이터포털 SNS에

구 유형분석과 관련한 연구로, 강주연, 김태영,

대한 만족도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최정원, 오효정(2016)은 미국, 영국, 호주, 한국

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록원의 트윗을 수집하여 이용자 정보유형에
따라 특징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유형

1.3 선행연구

분석을 위한 6가지 기준은 1) 뉴스 및 업데이트,
2) 외부 정보 제공, 3) 이용자 피드백, 4) 외부

공공 부문의 SNS 활용 관련 선행연구는 공

이벤트 공지, 5) 화제유도, 6) 채용공고로 제시

공기관의 SNS 운영 및 분석 관련 연구와 이용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Alam과 Lucas(2011)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의 SNS 인식 및 정보요

는 호주의 국립 기관 트위터 활용과 이용자와

구 유형 분석 연구로 나뉜다.

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먼저 공공기관에서 소통창구로써 SNS를 활

정보유형 분석 기준을 앞서 제시한 6가지 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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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 정보를 별도로 구분, 총 7가지로 이용자의
상호작용 유형을 제시하였다.

2. 국내외 공공데이터포털 SNS
운용현황 분석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SNS를 활용하여 이용자와 적극적 소통 및 홍
보하였으며,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해 이용자

2.1 분석방법

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SNS를 분

<표 1>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김옥기, 서학준,

석하여 이용자 활성화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

홍성진, 박세진, 최준영, 장준규, ... 김용연, 2017)

는 진행되어 왔으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

에서 각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포털 현황

하여 다종,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제공하는

에 대해 정리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공공기관의 SNS 분석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발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중 상위에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SNS를 활

위치한 미국(이하 공공데이터포털US, 1위)1)

용한 이용자 참여, 공유, 소통의 사회관계 개념

와 인도(이하 공공데이터포털IN, 3위),2) 그리

및 이를 통한 가치창출이 중요시 되고 기반이

고 국내 포털인 공공데이터포털KR(이하 공공

갖춰진 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SNS를 활용한

데이터포털KR, 8위)3)을 선정하였다. 2위로 평

정보 제공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관점

가된 캐나다의 경우 SNS 서비스를 비교적 최근

에서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포털 SNS 현황을

(2017년)에 운용하기 시작하여 타 국가 서비스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양적인 차가 있다고 판단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하여 제외하였다.
자료 수집은 Python 기반 트위터 수집 API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1> 국내외 공공데이터포털 일반사항
No

국가

공공데이터 건수

운영 주체

주관

개시 연도

1

미국

192,507

공공

United States Government

2009

2

캐나다

118,265

공공

Canadian Federal Government

2017

3

인도

106,372

공공

Indian Government

2012

4

영국

41,987

공공

UK Government

2010

5

호주

28,305

공공

Australia Government

2013

6

멕시코

26,156

공공

Mexico Government

2014

7

프랑스

25,076

공공

France Government

2011

8

한국

22,069

공공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출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7.

1) 미국 공공데이터포털 http://data.gov/
2) 인도 공공데이터포털 http://data.gov.in/
3) 대한민국 공공데이터포털 http://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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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GetOldTweets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소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트윗 수는 공공

스코드를 수정 및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계정 개

데이터포털KR이 4,299개, 공공데이터포털US가

설일로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기간을 기준으

2,114개, 공공데이터포털IN가 4,133개로 공공

로 트윗 수, ‘팔로워’ 수, 계정 개설일을 조사하였

데이터포털US에 비해 공공데이터포털IN과 공

고, 트윗에 대한 이용자의 활용도, 만족도, 관심

공데이터포털KR이 트위터를 보다 활발하게 활

도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트윗 수와 ‘좋아요’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트윗 수를 비교해

수, ‘리트윗’ 수 및 실제 내용인 ‘멘션(mention)’

보면, 공공데이터포털IN의 경우 월 51건, 공공데

을 수집하였다.

이터포털US는 13건, 공공데이터포털KR은 25건

분석 방법은 먼저 계량 분석 방법을 통해 각

으로 나타났다.

포털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각 트윗

한편, 공공데이터포털US의 월 평균 트윗 수는

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위해 좋아요 수, 리트윗

공공데이터포털KR의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팔로

수를 정량화하였으며, 이후 시계열 분석을 통

워 수는 4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트윗

해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자 만족도를 비교하

수 측면에서, 공공데이터포털KR과 공공데이터

였다. 다음으로 각 포털 트윗 중 피드백 지수가

포털IN의 트윗 수가 거의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위 100개의 트윗 내용을 분석하여 이용

팔로워 수는 인도가 15배나 많은 것을 나타났다.

자의 관심도가 높은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데이터포털에 대한 일반 이용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 및 정보유형에

자의 인지도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관심을 갖는지 파악하고자 강주연 외(2016)와

으로, 공공데이터포털KR 트윗 계정에 대한 홍보

Alam과 Lucas(2011)의 SNS 정보유형분석 기

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별 트위터 활용

준을 참고, 보완하여 분석하였다.

도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로, 인터넷 사용환경에
대한 통계 조사 사이트인 StatCounter(n.d.-a,
n.d.-b, n.d.-c)에서 발표한 트위터 사용비율은

2.2 분석결과

2018년 기준으로 인도 2%, 미국 9%, 한국 55%

2.2.1 트위터 운용현황 분석

로, 한국이 타 국가보다 트위터 사용비율이 월등

<표 2>는 계량분석을 통해 분석된 국내외 공

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포털에 대한 인

공데이터포털 트위터 운용의 전반적인 현황이

지도는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표 2> 국내외 공공데이터포털 트위터 운용현황(계정개설일 ~ 2019년 10월)
계정명
트윗 수
월평균 트윗 수
팔로워 수
계정개설일

공공데이터포털IN
@DataPortalIndia
4,133
51
130,600
2013.02

공공데이터포털US
@usdatagov
2,114
13
28,861
2009.12

공공데이터포털KR
@koreadataportal
4,299
25
7,600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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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빈도 분석

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해외 공공데이터포털은

보다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위해 가장 늦게 생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적절히 전달하고 있는

성된 공공데이터포털IN의 계정개설일인 2013

반면 국내 공공데이터포털이 운용하는 트위터

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각 국가별 공공데

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

이터포털의 트윗 수와 좋아요 수, 리트윗 수에

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대하여 분석하였다. <표 3>은 동 기간 내 국가

이러한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별 공공데이터포털의 트윗 및 피드백 수를 정

<그림 1>과 같이 각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 연

리한 것으로, 좋아요 수와 리트윗 수는 이용자

도별 트위터 현황을 분석하였다. 막대형 그래

피드백으로서 해당 수치가 높다는 것은 각 트

프는 좋아요 수와 리트윗 수를 합한 ‘피드백량’

윗의 정보 유용성이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이며 실선 그래프는 트윗 수이다.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공공데이

먼저, 공공데이터포털IN의 경우 2013년부터

터포털KR의 트윗 수는 공공데이터포털US의

전체 트윗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피드백량은

트윗 수보다 2배나 많은 반면, 좋아요 수와 리

2017년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고 있다. 이 중

트윗 수는 각각 1/5, 1/6 수준에 불과하다. 공

2014년과 2017년은 피드백량이 크게 증가하여

공데이터포털IN의 경우, 전체 및 일 평균 트윗

이 시기에 이용자의 관심도가 높은 정보를 제

수와 좋아요 수, 리트윗 수가 가장 많았으며, 공

공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7년은 공공데이

공데이터포털KR과는 15~20배 이상 차이가

터포털IN이 제공하는 트윗 수가 줄었음에도 불

<표 3> 국내외 공공데이터포털 트윗 및 피드백 수(2013년 02월 ~ 2019년 10월)

트윗 수
좋아요 수
리트윗 수

공공데이터포털IN

공공데이터포털US

공공데이터포털KR

4,133
(평균: 1.6945)
11,711
(평균: 4.8015)
10,614
(평균: 4.3517)

1,067
(평균: 0.4374)
3,886
(평균: 1.5932)
4,355
(평균: 1.7855)

2,029
(평균: 0.8318)
604
(평균: 0.2476)
871
(평균: 0.3571)

<그림 1> 국내외 공공데이터포털 연도별 트위터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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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피드백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해

량화하여 이용자 만족도와 정보 유용성을 확인

당 시기에 포털이 이용자의 관심도가 높은 정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두효철 외(2017)가

보들을 제공하였음을 암시한다.

제시한 SNS ‘피드백 지수’ 식(1)을 차용하여

마찬가지로 공공데이터포털US도 2013년부
터 2017년까지 트윗 수는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국가별 비교를 통해 공공데이터포털 SNS에 대
한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피드백량은 2015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은 트윗

피드백 지수 = (좋아요 수 + 리트윗 수) ÷

수와 피드백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2016년과

(일별/월별) 트윗

수식(1)

2018년은 적은 트윗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
드백량이 높은 것으로 보아, 게시된 정보의 수

피드백 지수가 높다는 것은 포털이 제공한 정

는 적었지만 개별 만족도는 매우 높았음을 확

보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

인할 수 있다. 이는 공공데이터포털US가 이용

으며, 이는 곧 기관이 SNS를 통해 제공하는 정

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이용

보의 유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의 관심도가 등락함을 의미한다.

는 식(1)을 활용해 피드백 지수를 산출하고 이

반면 공공데이터포털KR의 연도별 추이를

를 트윗 수와 종합 비교하여 더욱 명확하게 알

살펴보면 2013년과 2014년에 트윗 수는 많았으

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나 그 이후 트윗 수와 피드백량 모두 지속적으

국가별 트윗 수는 실선 그래프, 피드백 지수는

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13년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나라별 비교를 위해

과 2016년은 그래프가 교차하는 지점을 확인할

인도는 녹색 계열, 미국은 붉은 계열, 우리나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년도에 제공한 정보가 공

는 파랑색 계열로 구별하였다.

공데이터포털KR 이용자들에게 적절했다고 유

먼저, 공공데이터포털US는 타 포털에 비해 트

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공데이

윗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을 기준으로

터포털KR의 전체 트윗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피드백 지수를 갖는다는 특성을 보

피드백 절대량이 낮아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인다. 이는 공공데이터포털US에 대한 이용자의

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족도가 명백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공
공데이터포털IN의 경우 매년 8월~10월 사이에

2.2.3 이용자 만족도 분석

트윗 수가 증가함을 보인다. 세부 분석결과 동일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만족도를 가늠하기 위

시기에 특정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

한 척도로 이병업, 임종태, 유재수(2013)는 트

로 파악되었다. 반면 공공데이터포털KR은 앞서

위터의 좋아요와 리트윗을 활용한 정보 요구 파

빈도분석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트윗 수는 꾸준히

악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최정원, 강주연, 박준

감소하고 있으며, 국외 포털에 비해 피드백 지수

형, 오효정(2016)과 두효철, 박준형, 김혜영, 오

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효정, 김용(2017)은 이 둘을 혼합한 지수를 정

<표 4>는 각 나라별 포털의 피드백 지수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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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별 트윗 수와 피드백 지수 비교

<표 4> 국내외 공공데이터포털 트위터 피드백 지수

피드백 지수

공공데이터포털IN

공공데이터포털US

공공데이터포털KR

5.4016

7.7235

0.7269

교한 것으로, 공공데이터포털US가 가장 높고

해 트윗 멘션의 실제 내용을 분석하여 핵심 키

그 다음으로 공공데이터포털IN, 공공데이터포

워드를 추출하였다. 이는 공공데이터포털에 대

털KR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포털KR의

한 이용자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세

가장 높은 피드백 지수는 78로 공공데이터포털

부적인 정보유형을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US 135와 공공데이터포털IN 300의 피드백 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

수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공공데이터포털

기 위함이다.

KR이 이용자가 만족할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

1) 공공데이터포털 트윗의 핵심 키워드 분석

용은 이후 핵심 키워드 분석에서 명확하게 알 수

본 절에서는 국가별로 일정한 기간의 트윗 수

있다.

와 피드백 지수, 그리고 내용에 대한 시계열 분
석을 통해 각 시기별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2.2.4 정보제공 유형 분석

핵심 키워드를 도출했다. 피드백 지수는 각 트

본 절에서는 이용자의 만족도와 관심도가 높

윗이 갖는 확산성과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은 정보의 구체적인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높은 키워드를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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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써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국가별

한편, 이벤트 외에 피드백 지수가 높은 구간

수집 자료 중 시기별 피드백 지수가 가장 높은

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천연가

트윗에서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하였다. 다음

스’, ‘인공지능’ 등 사회적 이슈 및 이용자의 실

은 각 국가별 핵심 키워드 분석 결과이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단순

① 공공데이터포털IN

히 공공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데이터포털IN 트윗의 키워드에 대한 시

아닌 이용자의 데이터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통

계열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계 자료와 시각화 자료, 활용정보를 제공한 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 포털이 만들어져

윗에 대한 피드백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의 인식과 관심이 높지 않던 시기에는

공공데이터포털IN의 경우, 공공데이터를 처음

피드백 지수가 현저히 낮았다가 2013년 10월부

접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이용자를 위해

터 급격하게 피드백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문제

데, 해당 월부터 ‘OpenData Challenge’에 대한

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를 SNS로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앞서 2.2.2절에서도 언급했듯 공공

② 공공데이터포털US

데이터포털IN은 주기적으로 피드백 지수가 상

<그림 4>는 공공데이터포털US의 시계열 분

승함을 알 수 있었는데, 내용 분석결과 매년 동

석을 수행한 결과로, 트윗 수는 2013년 이후 지

일 시기에 ‘데이터 해커톤’, ‘챌린지’, ‘디지털 어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피드백 지수는 상대

워드’와 같은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이용자의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운영 초기 단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많은 정보를 선별 없이 제공하였으나 이후에는

<그림 3> 공공데이터포털IN의 트윗에 대한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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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공공데이터포털US의 트윗에 대한 키워드 분석

노출 빈도를 줄이더라도 이용자의 관심도와 만

한 트윗의 피드백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역

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선별된 정보만을 제공

시 공공데이터포털IN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이

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슈에 관심을 갖고 시류에 부합하는 정보 및 실생

키워드의 경우 공공데이터포털IN과 유사하

활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게 데이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있다. 한편, 이용자 참여 이벤트와 관련된 키워

‘데이터 분석 사이트’ 관련 키워드가 추출되었

드(fellow citizens, civic hacking, hackathon,

고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등의 새로운 서비스

citizen service)의 피드백 지수도 높았다. 이는

에 대한 트윗의 피드백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가 포털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특이하게도 타 포털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실시

이벤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

간 포털 업데이트 및 정책 관련 정보에 대한 피

미한다.

드백 지수가 높았다. 이는 이용자의 접근을 용
이하게 하는 정보로, 새로운 서비스나 정책 업

③ 공공데이터포털KR

데이트가 빈번한 공공데이터포털에 적합하다고

<그림 5>는 우리나라 공공데이터포털KR에

볼 수 있다.

대한 시계열 분석을 진행한 결과로, 전반적으

그 외에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든 응용

로 트윗 수는 감소하고 있고 전체적인 피드백

프로그램 및 이용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

지수는 타 포털보다 낮게 나타났다. 공공데이

후 데이터’, ‘지방 데이터’, ‘공간 데이터’와 관련

터포털US와 유사하게 운영 초기에는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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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공공데이터포털KR의 트윗에 대한 키워드 분석

대한 선별 없이 제공하였으나 이후에는 선별된

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포털 이용

정보만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려

자가 정부 투명성과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인 피드백 지수가 낮게 나타나 효과는 미미했

뜻한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전체적인 피드

다고 볼 수 있다.

백 지수가 낮아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

한편, 포털 SNS 운영 초기인 2013년 8월에
신규 이용자 유입을 위하여 ‘RT이벤트’와 ‘페

가 어려운 트윗이 다수 존재하며 정보의 유용
성 또한 낮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스북 이벤트’를 열었고, 상당히 높은 관심을

상기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끌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오래 유지되지

각국의 포털들은 이용자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를 반영하고 실생활 및 시류에 부합한 자료에

이목을 끄는 홍보는 단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활용

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안 마

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각 포털의 특이사항으로, 공공데이터포털IN은

이외에도 트윗 내용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하

이용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주기

여 분석한 결과, ‘유기견’, ‘미래기술’, ‘소방서’

적인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공공데이터

등 실생활과 밀접하거나 시류에 부합하는 트윗

포털US는 이용자의 접근을 돕기 위해 포털 업

과 ‘공공데이터 활용정보’ 트윗에 대한 피드백

데이트 정보와 변화가 잦은 데이터 정책을 실시

지수가 비교적 높았다. 특이하게도 공공데이터

간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포털KR 경우, ‘행정정보’에 대한 이용자 만족

가 높았다. 공공데이터포털KR은 정부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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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공성을 대변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만족도

고, 총 6가지로 분류하였다. 해당 내용을 정리

가 높았다. 다만, 전체적인 피드백 지수가 전반

하면 <표 5>와 같다.

적으로 낮아 근본적으로 해당포털에 대한 인지

분석 대상으로는 각 국가별 트위터 게시물

도를 높이고 이용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 피드백 지수 상위 100개를 선정하였으며, 분

키워드를 중심으로 트윗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석결과는 <그림 6>과 같다.
먼저, 공공데이터포털IN의 상위 100개 트윗

확장할 필요가 있다.

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정보’ 유형과 ‘참여 이
2) 정보유형분석

벤트 안내’ 유형이 각 37%, 35%로 많은 비중을

본 절에서는 각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 트윗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뉴스 및 업데이트’ 유

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을 분석하여, 이용자

형이 23%, ‘이용자 피드백’ 유형이 5%를 차지

의 만족도가 높은 정보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했으며, ‘채용공고’와 ‘화제유도’ 유형은 나타나

SNS 정보유형분석 기준은 강주연 외(2016)와

지 않았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공공데이

Alam과 Lucas(2011)를 참고하여, 1) 포털에

터 활용정보’ 유형의 트윗은 연간 방문빈도가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 및 업데이트, 2) 공

가장 높은 주요 여행지, 경제 지표, 강수량 예측,

공데이터포털에 적합한 정보(통계, 시각화, 서

연간 대학생의 수와 같은 내용 등 일상생활과

비스 등)인 공공데이터 활용정보, 3) 이용자의

밀접하며 이용자가 관심을 갖는 정보가 많았다.

제안․질문․불만사항에 대한 응답인 리트윗

그리고 타 포털에 비해 ‘참여 이벤트 안내’ 유형

과 응답(이용자 피드백), 4) 참여 이벤트 정보

의 트윗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인 참여 이벤트 안내(경진대회, 공모전, 커뮤니

다. 이는 해당 포털의 이용자가 세미나, 워크샵,

티, 회의 등), 5) 이용자의 흥미를 유도하는 화

공모전, 챌린지 등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제유도, 6) 기관 내부의 일자리 정보인 채용공

시사한다.

<표 5> 정보유형분석 기준
정보유형
뉴스 및 업데이트
공공데이터 활용정보
이용자 피드백
참여 이벤트 안내

내용
- 포털과 관련된 뉴스, 공지사항, 타 기관과의 협력정보 제공
- 공공데이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시각화, 통계정보, 활용사례, 추천데이터, 지역정보,
보고서, 어플 등 정보를 제공
- 포털 서비스에 대한 다른 이용자의 의견을 리트윗하여 제공
- 이용자의 제안, 질문, 요청사항에 대한 응답 제공
- 참여 이벤트에 대한 공지, 소식, 수상실적(경진대회, 공모전, 커뮤니티, 회의 등) 전달

화제유도

- 이용자의 흥미를 유도하는 게시물(RT 유도, 추첨 이벤트 등)
- 공공데이터포털 참여 유도형 게시물

채용공고

- 기관 내부의 공석에 대한 공지
- 프로젝트 참여 인원 모집 공지

출처: 강주연 외(2016), Alam과 Lucas(2011)를 수정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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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공데이터포털IN 정보유형 분포

(b) 공공데이터포털IUS 정보유형 분포

(c) 공공데이터포털KR 정보유형 분포

<그림 6> 공공데이터포털 트윗의 정보유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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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US의 상위 100개 트윗에서는

용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뉴스 및 업데이트’ 유형이 46%로 가장 많은 비

<표 6>은 앞서 분석한 국내외 공공데이터포

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는 ‘공공데이터 활용정보’

털 트위터의 종합 현황을 전체적으로 정리, 요

유형(23%), ‘참여 이벤트 안내’ 유형 (15%), ‘화

약한 것으로, 전체 트윗 수 측면에서 공공데이

제유도’ 유형(8%), ‘이용자 피드백’ 유형(7%),

터포털IN이 가장 많으며, 공공데이터포털US

‘채용공고’ 유형(1%)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가 가장 적다. 모든 국가는 운영 초기에 많은

있다. 특히, 유일하게 ‘채용공고’ 유형의 정보를

수의 트윗을 게시했으나 점차적으로 그 수가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US는 타 기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피드백 지수는

에 비해 ‘뉴스 및 업데이트’ 유형에 집중된 트윗

공공데이터포털US가 전체적으로 높으며, 다음

이 많았으며, 해당 유형에는 사이트의 폐쇄, 새

으로 공공데이터포털IN, 공공데이터포털KR 순

로운 서비스 오픈,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 데이

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포털IN은 2017년과

터 현황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뉴스

2019년, 공공데이터포털US는 2016년과 2018

및 업데이트’ 유형의 정보 제공이 이용자의 높

년, 공공데이터포털KR은 2013년과 2016년에

은 관심을 유도함을 시사한다. 특히 데이터 정

피드백 지수가 높았으며, 이때 제공한 정보의

책은 짧은 주기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용자

유용성이 높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다만 이전

가 실시간으로 해당 내용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절에도 언급했듯이 공공데이터포털KR은 전체

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적인 ‘피드백 지수’가 낮아 개선이 필요해 보인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포털KR은 상위 100

다. 피드백 지수 상위 대표 키워드를 살펴보면

개 트윗에서 공공데이터포털US와 마찬가지로

공공데이터포털IN은 참여 이벤트인 ‘해커톤’,

‘뉴스 및 업데이트’ 유형이 49%로 가장 높은

‘Digital India Award’와 공공데이터 활용정보

비율을 차지했으며, ‘참여 이벤트 안내’와 ‘화제

인 ‘시각화’ 등이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공공

유도’ 유형이 각 23%, 16%로 다음을 차지했다.

데이터포털US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정보인

‘뉴스 및 업데이트’ 유형의 트윗을 분석한 결과

‘시각화’와 실생활 관련 정보인 ‘기후’, ‘조도’,

공공데이터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생생뉴

‘직업 불균형’ 등이 나타났으며, 특이하게 ‘데이

스, 타 기관과의 협력정보, 전문가와의 인터뷰

터 정책’이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공공데이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제유

터포털KR은 시계열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운영

도’ 유형의 트윗은 공공데이터포털에 대한 이

초기에‘RT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 수를 확대하

용자의 보다 높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추첨

고자 하였으나, 그 효과는 지속되지 않았다. 이

이벤트, 이용자 간의 공유를 위한 RT 이벤트,

외에도 생활과 밀접한 ‘유기견’, ‘개인정보’ 및

관심 영역 확장을 위한 테마지식과 같은 내용

‘행정정보’가 중요/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정

이 게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데이

보유형분석 결과로 공공데이터포털IN은 ‘공공

터포털KR은 다른 포털에 비해 ‘화제유도’ 유형

데이터 활용정보’와 ‘이벤트 안내’ 유형을, 공공

트윗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

데이터포털US는 ‘뉴스 및 업데이트’와 ‘공공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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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내외 공공데이터포털 트위터 종합 분석 현황
구분
연도별 트윗 수

연도별 피드백 지수

피드백 지수 상위
대표 키워드

상위
100개
정보
유형
분석
(%)

뉴스 및 업데이트
공공데이터
활용정보
이용자 피드백
이벤트 안내
화제유도
채용공고

공공데이터포털IN
2013 2014 2015 2016
1,215 1,017 526
368
2017 2018 2019 합
603 205 199 4133
2013 2014 2015 2016
2.15 4.53 6.30 8.42
2017 2018 2019
9.15 6.54 9.12

공공데이터포털KR
2013 2014 2015 2016
522 485 400 159
2017 2018 2019 합
23
128 124 2029
2013 2014 2015 2016
0.99 0.55 0.71 1.01
2017 2018 2019
0.54 0.26 0.76

Hackathon,
Visualizati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Literacy, Innovation,
Digital India Award,
Data Policy

공공데이터포털US
2013 2014 2015 2016
332 254 189
86
2017 2018 2019 합
16
16
174 1067
2013 2014 2015 2016
3.15 6.84 11.2 15.8
2017 2018 2019
12.6 26.2 7.68
Data Visualization,
Data Analysis,
White House,
Social Security,
Job Imbalance,
Climate,
Sunshine Week

23%

46%

49%

37%

23%

9%

5%
35%
0%
0%

7%
15%
8%
1%

3%
23%
16%
0%

RT 이벤트,
수요자, 국민,
유기견,
행정정보,
개인정보,
빅데이터

이터 활용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KR은 ‘뉴스 및

터포털이 이용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는

업데이트’와 ‘이벤트 안내’ 정보유형을 집중적으

이벤트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례

로 제공하고 있다.

로 인도의 공공데이터포털의 경우에는 매년 동
일한 시기에 ‘데이터 해커톤’과 ‘디지털 어워드’
를 진행하여 이용자의 꾸준한 참여를 유도하고

3. 시사점 및 개선방안

있다. 반면 공공데이터포털KR 역시 이용자의
관심 유발을 위하여 ‘페이스북 이벤트’, ‘RT이벤

3.1 시사점
본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국내외 공공데이터
포털의 SNS 운용현황 및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공공데이터포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 선진 사례에 비해 국내 공공데이

트’ 등의 참여 이벤트를 시도하고는 있으나 단발
적인 효과를 보이는 데 그쳐 오히려 신규 이용자
유입 및 공공데이터 이용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이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실시
간 포털 업데이트 및 정책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포털US는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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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포털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하여 포털

이터포털 SNS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정보를 제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

공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와 미국 모두 공공데

기적이고 적시적인 정보 안내는 기존 이용자와

이터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서비스, 시각화 자

신규 이용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로써 이용자

료, 정량화한 통계정보, 기타 활용 사례에 관한

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에 때문에 매우

트윗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이에 대한 이용자

중요하다.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다양하고 풍부

만족도가 높았다. 한국의 경우도 공공데이터

한 포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게시 주

활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상대적

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

셋째, 이용자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반영한

해서는 SNS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을

실생활 및 시류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각국 모두 시

공공데이터포털KR의 경우 ‘행정정보데이터’에

기에 적합한 데이터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으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나 공공데이터포털KR의 피드백 지수가 월등히

는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형태의 공공기록 유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유형과 만족도 분석

형으로써, 새로운 정보유형 개발이 필요함을

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는 데이터 제공량

시사한다.

보다는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등 복합적인 요
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이용자 만족도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

3.2 개선방안
앞서 도출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이
용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국내외 모든 공공데

포털 이용 활성화를 위한 SNS 개선방안은 <그
림 7>과 같다.

<그림 7> 공공데이터포털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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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 확보 방안 마련

호간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앞서 시사점에서 도출한 바와 같이, 국외 공공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포털에 비해 국내 공공데이터포털 SNS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문사항을 질의

이용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응답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공공데이터포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기적인 이용자 유

털과 이용자 간 상호 피드백이 증가하고 지속적

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NS는 이용자를 연

인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각 기관에

결해주는 서비스이기에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

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은 부족하기

록 SNS 자체의 가치나 효용이 증가하여 네트워

때문에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봇(Chatbot)

크 효과가 발생한다(Katz & Shapiro, 1994).

을 이용하여 데이터 정책 및 트렌드 정보를 신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 활

속히 제공한다면 실시간 의사소통을 개선할 수

성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첫째, 기존 이용자의 지속적인 관심

셋째, SNS가 공공데이터포털로 진입하는 게

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나 공모전 정보를 주기

이트웨이(gateway)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SNS는 이용자 관심 정보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게시하여

를 불특정 다수에게 즉시 공유 가능한 전파력이

야 한다. SNS는 온라인 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매우 강한 매체이다. 인도의 경우 최근 정기적인

지니고 있는 사용자들 간의 관계형성을 지원하

참여 이벤트(‘데이터 해커톤’, ‘공모전’, ‘워크샵’

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 및 콘텐츠 공유 등 다양

등)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기존 이용자의 관심

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정유진,

과 흥미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러한 이벤

배국진, 2007). 일반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처음

트나 관련 공모전을 매개로 하여 기존 이용자의

접하거나 포털 이용이 생소한 사용자의 경우 이

공공데이터포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참여

에 대한 사전지식 및 이해가 부족하다. 이는 이용

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이용자들이 SNS

자 만족도와 직결되어(김유정, 김민선, 2011) 공

를 통해 이벤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잠재적 이

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용자들의 공공데이터포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궁극적으로는 이용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위해 이용자가 직접 거주하여 관심이 높은 실생

둘째, 기존 이용자를 위해 SNS를 공공데이

활 지역 정보 데이터, 문화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터포털의 정책 및 업데이트 내용을 전파하는

이용자의 정보 수용 폭을 넓히고 몰입을 유도할

창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미국 공공데이터포털

필요가 있다. 또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방

의 경우, 타 공공영역에 비해 변화의 주기가 짧

식을 활용한 ‘초보 이용자의 공공데이터 활용 이

은 공공데이터 정책과 새롭게 변화하는 데이터

야기’ 또는 ‘일상생활 속의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트렌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여 기존 이용자의

등 신규 이용자가 흥미로워할 수 있는 내용을 콘

데이터 이해를 높이고 있다. SNS는 내용과 형

텐츠화하여 SNS에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방법도

식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게시가 가능하고 상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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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만족도 향상

가 트위터 환경을 맞춤 설정하고 큐레이션할 수

한국의 공공데이터포털 키워드 분석 결과,

있는 외부 도구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정보 필

SNS를 통해 실생활 및 시류에 부합하는 데이

터링 기술의 일종인 추천시스템을 적용하여 이

터와 활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타 포털에

용자의 암시적(Implicit) 선호에 따른 정보 제공

비해 게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국

이 가능하다. 이러한 다채로운 기능을 활용하여

내외 포털이 모두 사회적인 이슈를 데이터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용자의 만족도를 더욱 향

공개하고 있으나, 국내 공공데이터포털의 이용

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 개인정보 보

자 만족도는 현저히 낮았다. SNS 만족도 연구

호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이를 보호할

에 따르면, 이용자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

치는 변수로는 정보 품질과 서비스 품질이 중

셋째, 정보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시사점

요한 역할을 한다(이문봉, 2011; 조현, 박상선,

에서 언급했듯이 SNS 상위 키워드 분석 결과

2012).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개

공공데이터포털KR ‘행정정보’가 주요한 키워드

선할 필요가 있다.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공공기록관리

첫째, SNS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 관

분야 연구에서 중요성이 언급되었지만, 공공데

리 방안을 마련하여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이터 관련 연구에서 도출되지 않은 유형이다. 최

필요가 있다. 키워드 분석 과정에서 몇몇 트윗의

근 ‘행정정보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업무활동의

경우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증거적 성격을 가지며 정부 투명성과 공공성을

내용의 트윗이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트윗을 이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김유승, 2014) 중

용자가 접하게 되면 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

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있고 더 나아가 공공데이터포털에 대한 신뢰도

불구하고, 행정정보데이터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각 트윗의 목적

인식은 높지 않으며, 활용도 또한 상대적으로 낮

성, 이해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 품질 관

은 편이다. 따라서 행정정보데이터와 같은 새로

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운 유형의 정보를 단순히 원자료(Raw Data)로

공공기관 업무관련 정보에 대한 공통된 용어인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공하여 만든 통계

데이터 표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시각화 자료 등을 배포하고 활용을 장려할

둘째, SNS가 가진 다양한 기능을 고려․활

수 있는 참여 이벤트를 개최한다면 이용자의 정

용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SNS

보 수용력을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만족도를 높

중 트위터는 이용자의 취향을 반영한 게시글을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으로 예측해 제공해주는 소셜 필터링 기능
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선호하는 정보를 제공받
았을 때 정보의 주체를 더 신뢰하고 결과적으로

4. 결론 및 제언

만족도는 더 높아진다(김유정, 김민선, 2011).
이외에도 트위터는 TweetDeck과 같이 이용자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포털의 SNS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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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양한 홍보 콘텐츠를 게시하여야 한다. 현 시점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진 공

에서 공공데이터포털은 SNS 자체가 갖는 네트

공데이터포털 트위터 계정의 트윗을 수집하여

워크 효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용

각 기관의 운용현황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계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량분석, 피드백 분석과 시계열 분석, 정보유형

다음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측면에서 SNS

분석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포털 SNS의 이용자

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

만족도와 관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야 한다. 또한 SNS가 가진 다양한 기능을 활용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새로운

국내 공공데이터포털은 이용자의 지속적인

정보유형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심을 유발하는 이벤트 제공, 접근을 용이하게

방안은 공공데이터포털 자체의 신뢰도와 이용

하는 실시간 포털 업데이트 및 정책 정보 제공,

자의 정보 수용력을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이용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반영한 실생활 및 시류에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부합하는 정보 제공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리고

뿐 아니라 표준화나 개인정보 보호 등 제도적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보의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포털 SNS 서비스 운

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이용자 유

용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안 및 도출하였다는

입 확보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 측면에서 개선방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키워드 분석 결과

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를 해석함에 있어 연구자의 개인적 의견이 다

먼저, 이용자 확보 방안 마련 측면에서 기존

소 개입되었으며, 전체 트윗 집합을 전체를 대

이용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상으로 분석을 실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

벤트나 활용 수기 등 공모전 정보를 주기적으

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체 코퍼스에 대한

로 제공해야 하며, SNS를 공공데이터포털의

보다 세밀한 텍스트 분석을 위해 네트워크 분

정책 및 업데이트 내용을 전파하는 창구로 활

석, 연관어 분석, 머신러닝 등의 기법을 활용하

용하여야 한다. 또한 포털은 신규 이용자를 위

여 보다 포괄적인 정보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해 SNS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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