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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무엇인가
공공데이터는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본 과정
에서는 공공데이터 정의를 통해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공공데이터 개방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과 공공데이터의 특성 및 제공되는 유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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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데이터의 정의
공공데이터 정의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호』

2013년,「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제정을 시작으로 정부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상기 공공데이터법 상 공공데이터
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데이터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일상적 업무를 통
해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
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버스 도착 정보, 관광지의 위치, 날씨 데이터 등을 들 수 있겠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버스 시간표(버스 도착 정보)를 문서 형태로 일부 제공하였으나, 현재에는 버스
도착 정보가 전자화 되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범주에 해당되기에
이 버스 도착 정보는 공공데이터로써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이처럼 실시간 도로 교통 정보, 버스정류
장 위치 정보 등의 공공데이터가 점차 개방·활용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버
스 정보 서비스(App, Web 등)가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버스정류장에 서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던 때와는 달리, 시민들은 버스 도착시간을 스마트 폰
으로 확인하는 등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게 되었다”
과거

현재

[ 버스 도착 정보의 과거와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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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되는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에 업로드 되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 기상청의 동네예보
조회서비스 데이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통계 데이터,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관광정보서비스 데이
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가(상권)정보 데이터 등 각종 유용한 공공데이터들이 공공·민간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 시키고 있다.

[ 각 기관별 공공데이터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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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성되는 모든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
구나 손쉽게 공공데이터포털에 접속하여 공공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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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공데이터의 개방 원칙과 기대효과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국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데이
터 개방 원칙은 다음 4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제한/금지 항목을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Negative방식 개방 추진
-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있어 평등의 원칙을 보장
-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영리적 이용 보장

그동안 정부의 정보개방 정책은 제한적으로 정보를 개방하는 방식을 고수하였으나, 최근에는 데이터
개방·공유·분석을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정부 전략
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정부, 국민,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기대효과 ]

기업은 공공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획득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획득하기 어려웠던
특수한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데이터가 산업군
의 제품, 서비스 등에 자연스럽게 융합됨으로써 국민들은 생활 편리성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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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공데이터의 특성 및 제공 유형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재활용(Reuse) 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져야 하며, 상업적·비상업적
으로 이용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기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공개법)」에 근거한 ‘정보공개’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 이해가 쉽다.

제공(공공데이터)과 공개(정보)의 차이 비교
구분
소관법률

제공(공공데이터)

공개(정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국민편익 향상

투명성 확보

범주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제공형태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

목적

(Machine-Readable) 형태

대상예시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

데이터 등

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

따라서 공공데이터는 주로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 된 파일(File)의 유형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재로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한다.

공공데이터의 대표적 유형
데이터베이스(DB) : 각 기관이 생성·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데
이터를 테이블(Table) 형식으로 구조화하여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에서 관리하고 있
는 유형 → (예) 버스운행정보DB, 기상관측DB, 공간정보DB 등
전자화된 파일(File) : 각 기관이 생성·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개별 파일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유형 → (예) 각 분야의 연구보고서, 연도
별 백서·통계연보, 지하철운행시간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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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법에서는 공공데이터 구축 시, ‘기계 판독이 가
능한 형태’로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
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이 형태를 준수하
여 개방함으로써 일반 상용 소프트웨어(아래한글, MS Excel 등)에서 데이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최소 충족요건
공공데이터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 Format)로서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
해서는 최초 생성한 소프트웨어 포맷으로 제공 (예 : 아래한글로 생성 → .hwp 확장자 포맷으로 제공, MS
Excel로 생성 → .xls 확장자 포맷으로 제공 등)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구축하는데 있어, 유형별 권고사항은 ‘최소요건’, ‘상위
요건’, ‘최상위요건’으로 나눠볼 수 있다. 각 공공데이터 유형별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소스 포맷(확장자)으로 생성하는 것을 ‘최소요건’이라 한다. 이 ‘최소요건’을 맞춘 공공데이터에, 표준
오픈 메타데이터만을 추가 생성하는 유형을 ‘상위요건’이라 하고, 연관 데이터의 연계·활용이 가능한
표준 오픈 메타데이터를 추가 생성하면 ‘최상위요건’이라 하며, 공공데이터로써의 활용성이 높은 ‘상
위요건’ 이상의 포맷을 적용한 데이터 생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유형별 권고사항 예시
공공데이터 유형
텍스트
수치
이미지
멀티미디어

영상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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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요건(확장자) 예시

상위요건 예시

최상위요건예

HWP, DOC(X), PPT(X) 등

JSON, XML 등

RDF 등

XLS(X) 등

CSV, JSON, XML 등

RDF 등

JPG, PNG, GIF, BMP, AI 등

JSON, XML 등

RDF 등

WMV, AVI, MPEG, MKV, SWF, FLA 등

JSON, XML 등

RDF 등

MP3, WAV, SWF 등

JSON, XML 등

RDF 등

03 공공데이터의 특성 및 제공 유형

참고
공공데이터 구축 시 기계판독 가능한 포맷에 해당하는 형태는 크게 ‘XML’, ‘JSON’, ‘CSV’, ‘RDF’ 등이 있고,
각 포맷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과 같은 마크업언어(Markup Language, 문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문서에 추가되는 정보)의 일종이다. XML은 웹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
문에 문서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문서의 호환성, 내용의 독립성, 요소 변경의 용
이성 등의 특성을 제공한다. HTML문서는 화면에 나타나는 문서가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지만, XML은 요
소별로 개별 파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를 요소별로 저장, 검색, 재활용 할 수 있다. 또한 XML로 문
서를 교환할 때 각자 가지고 있는 응용프로그램이 달라도 호환이 가능하다.
-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 데이터를 교환할 때 사용되는 형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구문형식을 가지고 있다. JSON은 프로그래
밍 언어에 완벽하게 독립적이므로 C, C++, C#, Java, JavaScript, Perl 등의 언어에 다 사용될 수 있으며,
프로그래머는 자신에게 편한 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
- CSV(Comma Separated Value)
: 각 항목이나 내용마다 쉼표(Comma)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CSV 형식의 파일은 텍스트 파일로 보존하여
문서 처리기나 편집기에서 열람·편집할 수 있다.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취급하는 범용 형식이기 때문
에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와 PC 사이에 주소록이나 표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도 데이터 파
일을 CSV 형식으로 변환해서 송수신하는 경우가 많다.
-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 XML 등을 이용하여 웹에 관련된 메타데이터에 대한 범용적인 시맨틱 웹 기술 언어이다. 메타데이터의
속성(프로퍼티)을 정의함으로써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끼리의 데이터 교환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공공데이터 READY to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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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공공데이터를 생성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을 증진
시키기 위해 어떻게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의 궁극적인 모습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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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데이터 처리·제공·운영 방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 및 재구축
공공데이터 제공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생성 또는 수집·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공공데이터가 기계 판
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포맷)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가 기계 판독이 불
가능한 형태일 경우, 제공을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변환 및 재구축을 하여야 하며,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포맷)의 ‘상위요건’ 이상
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비제공대상 정보 개인정보등 분리 제공
공공데이터 제공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생성 또는 수집·취득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
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가 포함되었
을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해당 정보를 분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재구축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제공할 수 없을시, 비제공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공공데이터 READY to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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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
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
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개인정보, 저작권 정보 등)
를 별도 테이블(Table)로 구성·설계(저작권 등 제3자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 등의 권리를 확보한 경
우도 포함)하여야 한다. 전자화 된 파일도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를 분리하고, 공공데이터로써 제공될
수 있는 형태로 재생성 되어야 한다.(저작권 등 제3자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 등의 권리를 확보한 경
우도 포함)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구축
공공데이터 제공 기관은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가 제공대상인 경우, 데이터 유형 및 특성
에 따라 개방을 위한 제공방안을 반드시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신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데이터 생성·취득과 동시에 제공방안도 함께 구축하여야 한다.

특성별 제공방안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제공
공공데이터는 업데이트 빈도, 데이터 용량 등으로 특성을 나눠볼 수 있으며, 각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제공방안을 취사선택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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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특성에 따른 제공방안
공공데이터 특성
업데이트가 빈번한 대용량 데이터로 이용자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업데이트가 빈번한 소용량 데이터로 이용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적(Static) 데이터 형태로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가 많은 경우

데이터가 파일 형태로 100MB 이하인 경우

제공방안

Open API 등

예시
버스운행데이터, 기상데이터 등
(이용자가 다수)

RSS 등

광물시세 등 (이용자가 소수)

LOD 등

인물, 지명, 도서데이터 등

다운로드
(Download) 등

데이터가 DB, 파일 등의 형태로 100MB

전자기록매체

이상인 경우

저장·배송 등

100MB 이하의 백서, 인구통계 등

100MB 이상의 백서, 인구통계 등

참고
Open API(Open 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을 쉽고 용이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로, 데
이터를 일정한 형식으로 일반에 개방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을 일컫는다. 또한 기관의 데이터가 갱신되면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제공받아 이용 가능한 방
식이기도 하다.
LOD(Linked Open Data)
: 시멘틱 웹이 표방하는 데이터 웹(Data Web)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상의 각 사이트에
서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형식의 데이터를 RESTful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정형화 데
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Linked Data를 통해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지
식베이스처럼 사용 가능하다.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 웹사이트 간의 자료를 교환하거나 배급하기 위한 XML(확장성 생성 언어) 기반의 포맷을 일컫는다. 뉴
스·날씨·쇼핑·블로그 등 업데이트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자동적으로 간편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READY to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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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단계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효율적인 제공정책 시행을 위해 관리 단계를 데이터 생성·수집에서 폐기까지 6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각 기관이 준수해야 할 관리기준 및 원칙을 제시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단계

1

1

2

3

4

5

6

생성·수집

처리·운영

등록·관리

제공

사후관리

폐기

공공데이터 생성·수집 단계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수집·취득하는 공공데이터의 비제공대상 정보 포함여부 확인, 저
작권 등 제3자 권리의 확보 등을 시행하는 단계

2

공공데이터 처리·운영 단계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정
비하고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으로 구축·운영하는 단계

3

공공데이터 등록·관리 단계
각 기관이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의 목록 등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에 등록하고, 변경사항 반영 등 유지·관리하는 단계

4

공공데이터 제공 단계
각 기관이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또는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신청에 따라 국민,
기업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

5

공공데이터 제공 사후관리 단계
각 기관이 국민, 기업 등에 공공데이터 제공 후 특정 사유 발생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목록 제외 및 제
공중단, 이용불편사항 접수·처리 등을 시행하는 단계

6

공공데이터 폐기 단계
각 기관이 등록한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특정 사유로 인해 데이터 자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고 폐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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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대한민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어떤 배경을 갖고서 추진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며, 공공데이
터 개방 추진 체계와 각 체계별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지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마
련된 추진체계 안에서 어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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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데이터 개방의 시작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공공데이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정부가 수행해온 업무 대한 결
과물들이 공공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의 공공데이터는 정부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하지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다. 때마침 국내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서비스가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무단
활용 했다는 사유로 정지가 되었는데, 앱 서비스 이용자들의 항의로 인해 12시간만에 서비스가 재개
된 이슈가 있었다.

이후 정부는 사회의 스마트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법을 2013년 제정 및 시행하여 모든 공공기관이 보
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상업적 활용을 보장하게 되었다.

기존에도 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법을 통해 정부에 청원하면 원하는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였다.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과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각각의 목적은 명확히 다
르다. 예를 들면, 정보는 업무추진비, 출장 내역 등 공공기관의 행정에 밀접한 전자결재 문서를 의미하
며, 공공데이터는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 정보 등 공공기관이 고유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데
이터로서 영리적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들을 의미한다. 단순 공개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정보’와 개방
측면에서 바라보는 ‘공공데이터’, 즉 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보장하는 공공데이터법의 목적은 엄밀히 다른 것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정부 데이터들을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이용
자들이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업적 활용까지도 가능하게 보장해 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READY to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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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공개와 개방의 차이 ]

02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위해 2013년 행정안전부(현.행정안전부)는 국가 패러다임을 ‘정부 3.0, 개방·
공유·소통·협업‘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공공데이터 법 제정과 시행을 바탕으로 원활한 공공데이터 개
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체계 중 최상위 기구이자 컨트롤타워 격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에 대한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거나 전반적인 정
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www.odsc.go.kr)

행정안전부(구.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실무적인 간사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의 제공 목록을 공표하고 각 공공기관에서 개방 정책 추진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 많은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따를 수 있는 공공데이터 기본
계획 수립 등 실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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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체계 구축

(주무부처)

[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체계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담당자) 제도는 공공데이터 법에 따라 국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원활하게 제공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제공기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데이
터 제공책임관, 실무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해당 기
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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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설립 의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
항을 점검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이용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공
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제5조에 의거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
1. 공공데이터법 제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공공데이터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4. 공공데이터법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
5. 공공데이터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 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

법제도/서비스

개방/품질

평가

창업활성화

공공 빅데이터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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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기 어려울 때 간단한 절차
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을 해결해주
기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주로 공
공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건 처리, 분쟁이 발생하기 전 사전 조정, 관련 상담과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www.odmc.or.kr)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로 한국
정보화진흥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 민간협력 및 국제
협력 지원, 국민의 정당한 공공데이터 이용 허락 지원 등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에 필요한 전반
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포털은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이다. 공공데이터
법에 따라 국내의 공공데이터는 포털을 통해 개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실제로 민
간에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 포털로서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
을 하고 있다.(www.data.go.kr)

공공데이터 오픈스퀘어-D
공공데이터 오픈스퀘어-D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경험과 기
술을 서로 교류하고 사업화와 창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 네트워킹, 컨설
팅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www.opensquare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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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3. 10. 31. 시행)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개방 추진 5년차를 맞이하였다.

정부가 그동안 보유, 관리하던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민간과 공유함으로써, 정부 간 벽을
허물고 소통·협업하여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한 성과들이 드러나는 시간이었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위해 기관별 개방 계획 및 로드맵 수
립을 의무화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세계 5대 데이터 강국을 목표로 초
기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 활용도가 높은 중점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분야를 조사하여 ‘36대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 11대 분야의 공공데
이터 개방을 완료(‘15)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된 파일데이터는 ‘13년 5,272개에서 ‘17년 4월말 기준
21,779개(파일데이터, 오픈API, 표준데이터 누적)로 4.1배 증가하였으며, 데이터 다운로드 건수는 ‘13
년 13,923건에서 ‘17년 4월말 기준 2,395,633건(파일데이터, 오픈API, 표준데이터 누적)으로 172배
증가하였다. 공공데이터 활용 웹/앱 서비스 개발 사례는 ‘17년 4월말 기준 총 1,163개로 ‘13년 42개에
비해 27.6배 증가하여,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활용 사례가 급증하였다.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 기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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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법 시행 및 추진체계 마련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웹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민간의 해외 진출 사례와 투자 유치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먼저 3회까지 이루어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출신인 스타트업 중 ‘㈜레드테이블’
은 영국의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인 ‘레스다이어리(ResDIARY)’, 중국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
이(Alipay)’와 계약했다. 또한, 중국의 최대 레스토랑 정보 서비스 기업인 다중디엔핑과 계약을 체결
하면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버드뷰’는 벤처투자사들에게서 6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15년 금융 인프라기업인
‘나이스(NICE)’에 인수되었다.
그 외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 중, 내비게이션 앱인 ‘국민내비 김기사’를 만든 ‘록앤올㈜’
는 ‘㈜카카오’에 626억원에 인수되었으며,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직방’의 ‘㈜직방’은 ‘골드만 삭
스(Goldman Sachs)’로부터 380억원 투자를 유치하였다. 병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하는 ‘㈜옐로모
바일’의 ‘굿닥’은 연 매출 50억원, 구글 의료분야 앱 서비스 1위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핵심분야 선정,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애
로사항 해소, 데이터 표준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질이 높고 보다 많은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제공
받을 수 있게 지원하여 상업적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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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제명

주요내용

1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고가치·고수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의 단계적 개방 추진

2

15대 전략분야 핵심 데이터 개방

국민생활, 서비스 개발 등 활용성이 높은 핵심 데이터 선정 및 개방

3

공공빅데이터의 개방 의무화

공공

4

데이터 표준 정착 및 오픈 포멧 확대

표준화된 고품질 데이터 제공을 통해 민간 활용도 제고

5

민간 유사·중복 공공데이터 서비스 정비

민간창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유사 공공데이터 서비스 정비

6

민간 공공데이터 활용 극대화

부처 협업, 민관 협업을 통한 데이터 창업, 비즈니스 활성화

7

개방 역량 및 인프라 강화

공공기관 개방수준 향상 및 중앙·지자체 간 연계기반 조성

8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

범부처 협력(Collabo)을 통한 공공데이터 창업 단계별 중점지원

9

평가

데이터 개방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성과평가모형 마련

10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발굴

창업경진대회, 해커톤 등을 통한 공공데이터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지원

11

애로사항 해소

공공데이터 제공 · 활용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빅데이터

분석과정에서

[ 공공데이터 정책 . 사업 추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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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OECD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 세계 1위 달성
경제협력기구(OECD)는 회원국들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측정과 진단이 중요한 이
슈로 대두되면서, ‘14년 ‘공공데이터개방 지수[OUR(Open, Useful, Re-Usable) Data Index]’ 측정
을 시작하여 ‘15년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공공데이터법 제정과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수가 많은 것을 인정받아 1.00 만점에 0.98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타 회원국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OECD 정부백서(Government at a Glance), ‘15.7.)
이는 OECD 전체 평균치(0.5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백서 총평에서 대한민국은 공공데이터 분야
에서 OECD 리더 국가라고 지칭되는 등 대한민국은 ‘13년부터 차근히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해 온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데이터개방 지수 측정 대상국은 OECD 34개 회원국 중 총 30개였으며, 1위는 대한민국, 2위 프랑
스, 3위 영국, 호주 4위, 캐나다 5위, 미국 9위순으로 나타나 주요 선진국이 상위권에 랭킹 되었다. 반
면,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유일한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이 14위로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에 그쳤다.

또한, 2017년에도 연속 2회 1위를 차지하며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2015년 공공데이터개방 지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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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수의 측정 내용은 회원국의 약 2년 간(‘13~‘14)의 현황조사를 토대로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한 측
정 결과로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 등 3개 분
야 1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지수의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높게 진단되었다. 게다가 공
공데이터법이라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 위에 공공데이터포털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범국가적으로 활
발하게 추진하는 나라가 드물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가용성 분야에서 OECD가 강조하는 4대 분야(선거, 중앙재정 지출,
지방재정지출, 인구센서스)를 모두 개방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포털 기준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프랑스 73건, 영국 363건, 캐나다 207건인데 비해 407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다.
접근성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을 중심으로 오픈포맷 데이터를 제공하고, 선호 데이터 순위나 평
가정보를 제공하고 업데이트 알림을 사용하는 등 민간에서 이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데이터를 개방하
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 분야에서 정부·공공기관 평가에 데이터 개방 항목을 반영한 점과 ‘범정부 창업경
진대회’, ‘해커톤(Hackathon)’ 등 창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단, 정부 내
데이터 분석팀이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감점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14년 기준이
며, ‘15년 5월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 분석과 출범을 위시하여 ‘15년도부터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빅데이터 분석팀을 가동하는 등 향후 데이터 분석 활용 분야의 선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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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7년에도 연속 2회 1위를 차지하며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OECD 정부백서(Government at a Glance), ‘17.7.) 2017년은 총 31개의 회원국 중 1.00 만점에
0.94점을 받았다. OECD 평가 대상국의 평균은 0.55점이었으며, 한국 1위, 프랑스 2위, 일본 3위, 영
국 4위, 멕시코 5위, 미국이 12위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측정
한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 등 3개 분야 140
개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다. 특히, 정부 지원 부문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가용성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법 및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 안정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수요가 높은 고가치 공공 데이터를 폭넓게 개방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인정받았
으며, 접근성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중심으로 민간이 이용하기 쉽게 기계판독·
무료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어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한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5개국은 범정
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광범위하게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가용성 및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지원 분야에서는 오픈스퀘어-D 운영,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 민간
의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최고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분
야에서 한국, 프랑스, 영국 3개국은 공공데이터기반 경제사회적 가치창출에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2017년 공공데이터개방 지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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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공데이터 창업지원센터

오픈스퀘어-D(Open Square-D) 개소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16.1
월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내에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공간인 오픈스퀘어-D를 개소하였다. 또한, 2017
년 4월 부산 센텀기술창업타운(부산 해운대구)에 부산 오픈스퀘어-D도 개소했다.

공공데이터는 특성상 진입장벽이 낮고, 아이디어 중심의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공공데이터 개방이
가속화 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업 지원에 대한 지원요구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15
년에는 공공데이터법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6.4.) 민간에 의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박차
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오픈스퀘어-D’의 구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스타트업
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사무공간과 투자자 연계, 창업 관련 전문 컨설팅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
분의 스타트업들은 자비로 사무공간을 임대 중이며, 그나마 입주 중인 창업보육센터도 곧 임대 기간이
끝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창업 자금과 사업 운영 기금을 위해 투자 연계를 하고 싶어도
신생 기업은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는 점과 그동안 공공데이터에 특화된 창업을 하기 위한 전문 기술
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센터나 전문가가 부재했었음을 정부는 깨닫게 되었다.

[‘오픈스퀘어-D’ CI 소개]
▶ 네모와 부메랑 모양 : 수많은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
고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
▶ open Square D : 여러 아이디어와 상상들이 모이
는 열린 공간으로 ‘데이터(Data)로 꿈(Dream)을 디자인
(Design) 하자’ 의미

오픈스퀘어-D 로고

32

데이터로 꿈을 디자인하라

05 공공데이터 창업지원센터 오픈스퀘어-D(Open Square-D) 개소

‘오픈스퀘어-D’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입주공간’과 국
민 누구나 사용가능하며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협업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 오픈스퀘어-D

5F
4F

[ 외부전경 ]

[ 내부전경 ]

입주공간(4F)에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예정인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서
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선정된 팀은 입주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맞춤형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창업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협업공간(5F)은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다면 ‘오픈스퀘어-D’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신청
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오픈형 개인 사무공간 외에 회의실도 마련되어있어 아이디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테스트공간(5F) H/W(태블릿, 스마트폰 등) 및 S/W(데이터 분석,
앱개발 툴 등)를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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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업공간에서는 창업자 대상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창업 프로그
램은 단계별 핵심 주제 과정으로 상반기에는 동기부여(설명회, 간담회, 앱 개발 기초교육)와 창업준비
(앱 개발 실습, 창업 일반 교육 등)를 위한 과정과 아이디어 개발(데이터 분석 및 타 산업 융합, 민간
API 연계 활용) 교육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화(사업화 전략 및 경영, 투자유치 및 마케팅) 교
육과정까지 이수한 자는 해커톤,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교육성과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회를 제공 받
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협업공간에서는 사업화에 필요한 능력(법, 기술, 마케팅 등)을 배양하기 위한 세미나, 특강
등의 단기과정과 창업토크, 기창업인의 강연 등도 정기적으로 개설된다. 특히, 기업과 전문가의 1:1 맞
춤형 컨설팅 매칭,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발표회, 창업토크, 원포인트 세미나(창업 사례, 이슈 등)가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투자자에게 소개하는 투자유치 설명회(IR, Investor Relations)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데이터 창업인들과 민간투자자들에게
투자연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오픈스퀘어-D’는 대학생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과 아이디어 개발을 경험할 수 있도록 ‘
공공데이터 활용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공공데이터에 관심있는 누구라면 쉽게 따라하고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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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코리아 오픈데이터500(Korea Open Data 500) 구축
정부는 공공데이터 유관 산업체, 학교 및 연구소, 개인 및 공공기관의 분산된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
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하던 중, 미국 뉴
욕대 거브랩(GovLab)에서 미국 내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오픈데이터500.com’과
업무협업을 하게 되었다.

미국의 오픈데이터500.com(opendata500.com)은 미국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윤
을 창출하는 미국 내 500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들 기업의 정보를 분석하여 공공데이터 수요와
신규비즈니스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정보는 기업정보(위치, 매출, 상시종업원 수, 서
비스, 기업 분류 등)와 활용데이터 정보(제공기관, 데이터명 등)를 제공받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시
각화된 자료로 제공한다. 기업리스트에는 IBM, 구글, 아마존 등의 글로벌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
업명을 클릭하면 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 상시 근로자, 매출, 이용 데이터 등의 정보가 표출되어 진다.

이미 ‘오픈데이터500.com’에는 미국 외에도 호주, 멕시코, 이탈리아,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국가 간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를 공유함으로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부와 활용하는 기
업의 비즈니스 동향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거브랩(GovLab)과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정보를 수집하고, 그 활용
사례를 국내외로 공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5년 5월 체결하였다. ‘15년 7월부터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발굴을 시작하였으며, 한국에 위치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 또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한국에 위치한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협회, 연구소 등)을 대상으
로 기업 발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7년 초까지 약 활용기업 500여개를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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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ata 활용 기업분류와 제공기관의 관계 제시
미국내 Open Data 활용 500개 기업리스트를 위치별, 산업분류별, 제공기관별로 필터링
Open Data 가입을 위한 페이지로 Open Data 활용기업의 상시실태조사를 제공
Open Data 활용기업과 제공기관의 합동간담회 현황을 제공

향후 계획은 단계적으로 더 많은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며, 발굴 기업들에 대한 분석
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협력을 위하여 라운
드테이블(Round Table)을 진행하여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이 수요자로서 애로사항 및 니즈를 공급자(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자 및 책임관)에게 직접 전달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
이터 개방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 예정이다. 또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오픈스퀘어-D 등과 업무
연계를 통하여 기술, 교육·세미나, 민간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해외 오픈데이터500 참
여국들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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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실제 우리 생활 속 자주 활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통해 기업측면에서 공공데이
터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으며,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던
공공데이터가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어 서비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접적
인 경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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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마트택배

01 스마트택배
오늘도 택배사 콜센터는 통화중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등으로 물건을 주문한 뒤, 그 물건을 손꼽아 기다려 본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쇼핑 형태가 바뀐 뒤부터는 그런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스윗트래커’를 창업
하기 전 택배 관련 콜센터 관리 일의 경험이 있었다.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택배사는 적은 마진으로 인
해 콜센터에 상담원을 많이 두지 못한다. 이로 인해 콜센터는 언제나 통화중이고 어렵게 연결된 고객
은 오랜 대기 시간에 짜증을 낸다. 그런데 정작 긴 통화 대기 시간을 기다린 고객들이 묻는 질문들은 비
슷했다. 가장 흔한 질문은 ‘지금 택배가 어디쯤 오고 있나요?’와 ‘나의 택배는 출발했나요?’였다. 고객
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었다. 바로 여기에 착안해서 만든 앱이 ‘스마트택배’이다. 고
객이 물어보기 전에 ‘당신의 택배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미리 알려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
되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은 택배 위치 확인을 위해 택배사에 전화할 일이 없어지고, 택배사는 콜센터
전화 수가 줄어들어 비용 절감이 되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 스마트택배 서비스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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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택배는 알고 있다. 당신의 택배가 어디에 있는지...
스윗트래커는 국내 모든 택배사의 배송 현황을 ‘스마트택배’ 한 곳에서 조회, 고객의 택배가 이동할 때
마다 푸시메시지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국
내 대형 택배사와 제휴를 맺어 시스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의 모든 택배 정보를 알려
줄 수 있는 앱은 ‘스마트택배’가 유일하다. 또한 우체국 택배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우편
물 종적 조회 서비스’와 API 연동이 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은
물론, 택배 배송원을 사칭하여 낮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 예방도 가능해졌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전자상거래가 가장 발달하고 택배가 가장 빠른 나라다. 보통 국내 많은 유명 앱들
은 해외의 앱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많은데, ‘스마트택배’의 서비스는 타 서비스들과 다르게 외국 앱
들이 벤칭마킹 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그 결과 세계 최초로 ‘택배 이동 경로 자동 알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 스마트택배 서비스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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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두의 주차장

02 모두의 주차장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는 빅 아이디어 총집합
모든 일이 그렇지만 뭔가가 필요한 당시에는 급한 마음에 찾아서 잘 안보이다가도 나중에 보면 흔하게
눈에 띄는 경우가 있다. 특히 주차장이 그렇다. 주차할 곳을 찾아 약속 장소 근처를 빙빙 돌아다니며
주차장을 찾다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다가도 나중에 보면 주차장을 코앞에 두고도 못 찾은
걸 알게 된다. 불법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차장이 없어서 아무 곳이나 세운 게 아니라 주차장을
못 찾아서 그런 경우가 꽤 있다. 모두의컴퍼니는 만일 인근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요금까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주차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 간편한 앱을 통해 주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더
불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냈다. 스마트폰을 통한 주
차 공간 공유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모두의 주차장’ 앱 안에 담았다.

[ 모두의 주차장 서비스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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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주차장 나만 아는 주차장 정보도 함께 나눈다
‘모두의 주차장’ 앱은 서울시 주차장정보 오픈API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검색어 ‘주차장’을 입력했을
때 검색되는 30여 가지의 공공데이터를 모두 활용, 주차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DB화 시켰다.
이렇게 DB화된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지도상에 표시, 주차장의 위치와 요금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인근 주차장이 요금 정보와 함께 지도에 표시되기
때문에 위치와 요금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타 서비스와 달리 사용자가 참여하여 직접 새로운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류에 대해 수정 요청도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필터 기능으로 필요한 주
차장만 검색할 수 있고, 주차장 공유 기능을 제공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 공간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모두의 주차장’은 2013년 대한민국 모바일 앱 어워드 혁신상, 2014년
에는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 모두의 주차장 서비스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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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화해

03 화해
화장품 성분, 그것이 알고 싶다
“버드뷰”의 창립 멤버는 남자 3명이었다. 남자들만 모인 특성을 사업에 활용하고자 “버드뷰”는 남자
와 관련된 아이템인 동시에 성장세에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남성 화장품 시장에 주목하
였다. 남성들이 전자 제품을 고를 때 이성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며 접근하듯 화장품도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 보고 구매하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버드뷰”는 이성적인 화장품 구매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
했고, 화장품 성분에 대한 공부도 병행해 나갔다. 조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버드뷰는 막상 이런 정보
들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남성 화장품에서 시장
사이즈를 보다 확장하여 전체 화장품을 타겟으로 하고, 화장품 구매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
들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화해’ 라는 독특한 이름의 앱이다.

[ 화해 서비스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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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파헤치다
‘화해’는 ‘화장품을 해석하다’라는 뜻으로 화장품을 똑똑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다. ‘화
해’의 주요한 두 기능은 화장품 성분 분석 정보와 사용자 맞춤형 리뷰 정보 제공이다. 이것은 이전에
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로, 화장품 시장에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화장품 성분 분석 정보
는 각 화장품에 들어가는 전성분 정보에 안전도 체크, 피부 타입별 궁합도, 기능성 성분 정보 등을 매
칭하여 한 제품의 종합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방한 ‘
화장품 성분 공공데이터’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성분표시제로 각 업체마다 모
든 성분과 성분의 특성이 공개되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1,200여개 브랜드 27,000여개 제품
의 전성분이 분석되어 있다. ‘화해’의 두 번째 기능인 사용자 맞춤형 리뷰 정보는 ‘화장품을 살 때 유
명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솔직한 후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반
영하여 만든 기능이다. 성별, 연령대, 피부 타입, 피부 고민 등의 사용 정보를 표시, 자신과 비슷한 조
건을 가진 사람들이 쓴 리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 화장품 선택에 도움을 준다. 현재는 106,000여개
의 리뷰가 쌓여 있다.

[ 화해 서비스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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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아이엠스쿨

04 아이엠스쿨
우리 아이 학교에서는 무슨 소식이?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바쁜 세상이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들조차도 학교와 학원
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지만 부모들은 그 때문에 아이와 얼굴 마주
보고 대화할 시간조차 없다. 부모들은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늘 궁금하다.
아이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지사항, 알
림장, 일정, 급식 등의 학교 소식들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바쁘게 살다보면 그 또한 번거로워 건너뛰
기 쉽다. 평소 교육 환경,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던 중에 창업을 하게 된 아이엠컴퍼니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주 편리하고 간단하게 학교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는 방
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오랜 고민 끝에 찾아낸 결론은 모바일이었다. 모두가 쉽고 편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인 모바일 환경에서 모든 학교의 소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엠스쿨’ 앱은 이
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 아이엠스쿨 서비스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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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8,000개 이상의 학교 소식을 아이엠스쿨 하나로
‘아이엠스쿨’은 공공데이터라는 개념이 있기 이전부터 데이터 마이닝을 직접 수행하며 서비스를 구축
해 왔다. 이를 위해 전국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는 공지사항, 알림장, 일정, 급식 등의 학교 소식들
을 파싱(Parsing)하고 모바일 환경에 맞게 변환하는 기술을 특허 출원하였다. 이 기술로 인해 학교 선
생님들은 추가적인 업무 없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는 기존의 SNS, 학생 관리 솔루션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아이엠스쿨’로 인해 전국의 초·중·고
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학교 소식 등의 교육 소식을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지금은 학교 소식 외에도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소식들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 총 가입자 수는 95만명이며, 대전시 창업경진
대회 대상, 카이스트 창업경진대회 대상, 구글 모바일 알림장 분야 1위(교육 분야 전체 2위)를 기록, 벌
써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앱이다.

[ 아이엠스쿨 서비스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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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케이웨더 날씨

05 케이웨더 날씨
급변하는 날씨 정보 전달 채널은 바로 스마트폰
케이웨더는 1997년 민간 예보 사업 제도의 도입과 함께 국내 최초의 민간 기상 사업체로 출발했다. 설
립 이후 국내 기상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는 선구자로서, 국내에 생소하던 기상 산업을 신개념의 고부가
가치 창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 개척에 힘써 왔다. 이후 국내 기상 산업을 대표하는 기상
전문 기업으로 성장, B2B 사업으로는 민간 예보와 기상청 기상정보를 유·무선으로 제공하는 종합기상
정보 사업을 비롯해 날씨경영컨설팅, 기상 장비 사업, 기상 환경 사업 등을 펼쳐가고 있다. 그러던 중
2010년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한 시기를 맞았다. 급변하는 날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스마트폰이 가장 적합한 기기라고 판단한 케이웨더는 마침내 ‘케이웨더 날씨’ 앱을 출시, B2C 영역
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이것은 2011년 3월 날씨 앱을 서비스한 기상청보다 1년 정도 빠른 기록이다.

[ 케이웨더 날씨 서비스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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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환경에 맞춘 맞춤형 날씨 예보를 만나라
‘케이웨더 날씨’ 앱은 공공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날씨, 주간 예보, 특보, 레이더
영상, 위성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국내 최초로 자체 민간 예보를 생산하여 정보의 정확성
을 높였으며, 사용자들에게 보다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날씨 방송과 뉴스를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지역별 날씨 정보뿐만 아니라 공항, 산, 골프장, 야구장 등 테마별 날씨 정보를 통해 다양한 환경
의 날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른 앱과 달리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실시간으로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도 마련하여 사용자들과의 소통도 시도하고 있다. 이처
럼 ‘케이웨더 날씨’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날씨 정보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특화된 정보를 서비스
하는 종합 날씨 정보 앱이라 자부할 수 있다. 또한 케이웨더의 기상 정보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케이웨더 날씨’ 앱을 비롯해 ‘골프 날씨’ 앱, ‘미세먼지’ 앱 등을 선보였으
며, 현재까지 약350만 누적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다. 3억여 원의 연 광고 수익을 달성하고 있으
며 사용자가 확대됨에 따라 그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케이웨더 날씨 서비스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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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카카오버스

06 카카오버스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버스정류장에는 몇 번 버스가 정류장에 언제 도착하는지, 해당 버스가 어
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는 전광판이 없었다. 버스도착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ARS전화를 이용해야하
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매일 아침 출근·등교를 하는 이용자들에게는 버스도착정보 부재에 따른 불편
함이 늘 있었다.
콜센터를 통해 매번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와 있
는 해당 정보(게시판 형태의 텍스트)들을 일일이 가져와서 앱으로 만들어 서비스하였다. 해당 앱은 버
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으나,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보 활
용은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불과 5시간 만에 이용자들의 항의로 서비스
는 재개되었다.
이렇게 하여 서울버스 앱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개방하게 된 첫
번째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카카오에 인수되어 ‘카카오버스’로 서비스 운영 중이다.

[ 카카오버스 서비스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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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버스도착정보 제공은 가라,
당신의 버스 이용 습관을 바꿔주는 서비스
‘카카오버스’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57개 도시의 버스정보 확인이 가능한 버스정보제공 앱이다.
단순 정보 제공에서 나아가, 버스 이용자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편리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특정 정류장·버스를 지정하면 해당 버스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해당 정류장에 몇 분 후에
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버스의 도착시간 정보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실시간 도로교통정보
를 반영된 버스의 경로의 막히는 구간과 원활한 구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자주 이용하는
버스를 즐겨찾기로 등록하면, 매번 검색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함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버스정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러한 방식의 큰 장점은 기존 타 버스정보제
공 앱과는 다르게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점이 많은 이용자들이
수많은 버스정보제공 앱 중에 ‘카카오버스’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카카오버스’가 주요하게 활용하는 공공데이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도로교통정보,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버스정보들로, 이러한 공공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버스 이용 시 유용한 정보(
버스정류장 근처 지하철역, 심야버스,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정류장 등)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카카오라는 플랫폼 안에서 지하철, 택시 등 타대중교통과의 연계
성을 높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 카카오버스 서비스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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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공데이터포털 소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유형별로 어떤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활용
사례, 활용기업 탐방 인터뷰, 기업지원 정책, 공공데이터시각화 등 공공데이터포털
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함으로서 공공데이터포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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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개

01 소개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제공 시스템이다.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누구나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는 파일데이터, 오픈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적극 확산됨으로써 국가 전체 및 지역에서 각 분야의 공공서비스가
변화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데이터를 기업체와 시민이 이용, 접근, 재사용 가능하
게 함으로써 정부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창업 기회를 창출하여 국민 참여 및 국민 의
사결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전세계적 개방 추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데
이터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로 선정하여 개방계획을 수립하였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
에 의거 설치․운영 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
제21조(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
템(이하 ‘공공데이터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
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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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요 서비스
공공데이터를 국민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손쉽게 통합·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데이터셋’, ‘활용사
례’, ‘참여마당’, ‘정보공유’ 네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검색·
활용,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해당 기업탐방 인터뷰 내용, 개발자간의 소통 창구, 기업 지원 정보 제공,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각각의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데이터셋▶
파일데이터/오픈API/표준데이터 검색

활용사례▶
국내외 활용사례 및 가공된 데이터 공유

및 활용신청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

기업탐방 인터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인터뷰 기
사 제공
기업지원 정책정보▶
각종 기업지원 정보 제공

는 접수창구 제공
문의상담▶
Q&A, FAQ 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문의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빠른 답변 제공

개발자 네트워크▶
공공데이터 관련하여 개발자간의 지식
기술공유

데이터셋
공공데이터를 ‘통합검색’, ‘분류검색’의 방법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다. 검색된 공공데이터는 각종 조건(유형, 제공기관, 분류체계 등)으로 추가 필터링하여 교차검색을
할 수도 있다. 공공데이터는 ‘파일데이터’, ‘오픈API’, ‘표준데이터’ 형태로 제공되어 사용자가 활용목
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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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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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사례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된 국내외 다양한 사례와 해당 데이터를 분야별
로 한눈에 살펴보고 공유하는 공간이다.

[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

또한, ‘공공데이터 시각화’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화 차트를 만들
어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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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시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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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탐방 인터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인터뷰 내
용 뿐 아니라, 공공데이터 데이터셋과 연결하여 해당 기업의 ‘활용API’, ‘활용데이터’ 등 사용한 정보
를 같이 보여준다. 또한 스크랩 기능이 있어 관심 기업의 내용을 별도 분류해 놓을 수도 있고 마이페
이지에서 관리 가능하다.

[ 기업탐방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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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는 접수창구이다. 제공신청이 접수되면 제공여부
심의 후 제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부득이한 사항이 아닐 경우, 통상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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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정책정보
기업을 위한 유용한 지원 정보와 진행 상태를 알려준다.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공모전 뿐 아니라 학
교 및 기업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정보도 같이 제공됨으로써 해당 연월에 진행되는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기업지원 정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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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상담
‘Q&A’, ‘FAQ’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빠른 답변 제공한다. 이 외에도 각
종 빅데이터, 법령(고시) 및 지침 등의 자료를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문의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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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네트워크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각종 문제해결 방안, 개발 노하우 등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개발자
간의 소통 창구가 되는 공간이다. ‘문제해결’, ‘개발노하우’, ‘자유토론’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 개발자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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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스템 구성도
앞에서 살펴봤듯이, 공공데이터포털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 ․ 선별하여 국민들에
게 제공할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일원화 하는 창구로써의 역할을 한다.
시스템 구성은 크게 ‘공공데이터 제공 ․ 활용’,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공데이터 제공 ․ 활용’은 데이터 제공기관, 활용기관, 제공기관 연계관리 시스템, 제공기관 플랫폼
으로 구성되며,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는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인 ‘공공데
이터포털 사이트’와 기관별 보유 데이터 목록 관리, 데이터 심의, 공공데이터 관리 ․ 제공 등 전반적인
구조를 관장하는 ‘공공데이터 오픈 플랫폼’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시스템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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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공데이터 검색하기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는 수많은 공공데이터 중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고 최적으로 검색 할 수 있는지 포털 검색 시 유용한 기능, 옵
션을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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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데이터 명칭, 키워드, 설명 등에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목
록에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 통합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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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분류검색
데이터를 유형별(파일데이터, 오픈API, 표준데이터)로 세분화하여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필
터와 태그, 확장자 등을 이용하여 좀 더 세분화된 분류로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분류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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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공데이터 활용하기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셋, 오픈API, 표준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인지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유형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
고, 제공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절차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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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일데이터
파일데이터란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포털에 접속해 간편하게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웹페이지로 연결해 손쉽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로그인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신청, 이용할 수 있다.

파일데이터의 주요 유형
- XLS, XLSX : 스프레드 시트형 문서 포맷
- CSV(Comma Separated Value) : 각 항목이나 내용마다 쉼표(Comma)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방식의
포맷이며, CSV 형식의 파일은 텍스트 파일로 보존하여 엑셀 등의 응용프로그램에서 열람·편집할 수 있
다.
-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 HTML과 같은 마크업언어(Markup Language, 문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문서에 추가되는 정보) 포맷이다. XML은 요소별로 개별 파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
를 요소별로 저장, 검색, 재활용 할 수 있다. 또한 XML로 문서를 교환할 때 각자 가지고 있는 응용프로그램
이 달라도 호환이 가능하다.
※ HWP, DOC, DOCX, TXT, JPG, HTML 등의 파일 유형도 일부 제공되고 있음

다운로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여 결과값을 얻었을 경우, 해당 결과값에서 원문 파일 형식
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다운로드 ]

공공데이터 READY to START

71

LINK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의 웹 페이지로 연결된다.

02 오픈API
오픈API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프로그래밍해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API의 정의
API(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운영 체제, 혹은 프
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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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오픈API

개방된 오픈API를 이용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개발
할 수 있다.

[ 오픈API 생애주기(예시:서울버스 데이터)]

오픈API는 업데이트가 빈번하고 이용자가 많은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때,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계정 발급이 필요할 때 활용 가능하다.

오픈API를 통해, 날씨나 교통 정보 등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어 개발비용 절감, 개발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픈API 활용 방법
1. 오픈API 활용 신청하기(개발계정과 운영계정을 순차적으로 신청)
2. 오픈API 활용 승인 기다리기(자동승인과 심의승인 중에 승인받기)
3. 오픈API 인증키 발급 받기
4. 오픈API를 이용 서비스 개발하기

오픈API 활용 신청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셋’ 메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한 후 활용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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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정
개발계정이란 오픈API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주로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계정으로
하루 평균 1,000건 규모의 트래픽을 제공한다.

[ 활용 신청 ]

활용 신청을 할 때 ‘시스템유형’은 결과값의 저장여부에 따라, ‘일반’, ‘서버 구축’으로 나눌 수 있다. 서
비스 호출에 대해 응답받은 결과값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을, 서버에 저장하
거나 DB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서버 구축’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또한 활용 목적에 따라 ‘웹 사이트 개발, 앱개발(모바일, 솔루션등), 기타, 참고자료, 연구(논문 등)’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원하는 데이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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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입력 ]

공공데이터 READY to START

75

|| 운영계정
운영계정이란 개발된 서비스를 이용자가 서비스하기 위한 계정으로 하루 최대 10만 건의 트래픽을 제
공한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 개발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운영계정 신청 ]

오픈API 활용 신청
오픈API 활용에 대한 개발계정과 운영계정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사용할 수 있다. 승인은 ‘자동승
인’과 ‘심의승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 자동승인
신청과 동시에 별도 확인 없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활용 신청 건에 대해 제공기관 담당
자의 별도 확인 없이 신속하게 승인 처리를 받을 수 있다.

|| 심의승인
활용 신청 건에 대해 제공기관 담당자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오픈API를 활용할 수 있다. 신청 후 보통
2~3일 정도 소요가 되며, 승인 여부는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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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인증키 발급
승인이 완료되면 활용신청 건에 대해 1인당 하나의 인증키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인증키는
마이페이지의 ‘서비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픈API 인증키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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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데이터 제공 주소(URL)와 오픈API 인증키를 입력한 뒤 API를 호출하면 원하는 데이터
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고,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개
발할 수 있다.

[ 오픈API 활용 개발 ]

03 표준데이터
양질의 공공 정보를 총망라한 공공데이터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개방되고 있다. 이는 공공데이터 활용
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방된 데이터를 통합 ․ 제공하기 위함이다.

표준 적용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분야별 표준은 항목과 속성 정보 등으로 표준화
․ 데이터파일 형식은 오픈 포맷(CSV, JSON, XML 등) 형태로 제공
․ 데이터파일 명명 규칙은 ‘제공기관+데이터셋명+기준일자+파일형식’ 순으로 작성
․ 공공데이터포털 등록은 데이터 소유기관이 직접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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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제․개정 시 정의된 항목과 속성정보 등을 점검하여 데이터셋에 반영

분야별 표준

․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표준 서식 파일 활용
특정 S/W에 종속되지 않는 오픈 포맷형식(CSV, JSON, XML 등)으로 제공

데이터파일 형식

․ 한글파일(HWP), 엑셀파일(XLS)은 CSV 포맷으로 변환
․ 오픈API는 개방표준에서 제시된 항목과 속성정보를 준수하여 개발

데이터파일 명명규칙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 제공기관명_데이터셋명_기준일자.파일형식
예시) 서울특별시 중구_주차장정보_20150501.CSV
․ 데이터 소유권(Ownership)을 가진 소관 기관이 직접 등록
․ 오픈API로 개방한 데이터도 표준에 맞게 파일로 변환,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적용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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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공데이터 제공 및 분쟁 조정 신청하기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이외의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제공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습득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이후
에 제공기관 측으로부터 제공거부를 통보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분쟁조
정 절차까지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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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개방된 공공데이터 외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이용자는 별도로 제공신청
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1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를 결정하게 된다.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제공이 결정되면 해당 기관은 신청인에게 제공방법·절차를 통지하는 동시에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하게 된다. 반면에 제공거부를 결정한 때에는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 장관
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하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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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 신청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공이 거부되었거나 데이터 제공 중단이 발생하였을 경우, 복잡
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제31조, 32조)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과 분쟁조정신청 ]

참고
법 제31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
려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
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
장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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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 처리절차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이 반려되었을 경우, 신청자는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분쟁 조정 처리
절차는 하기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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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접수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중단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 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신청
-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분쟁조정 신청 가능
- 신청인 직접 신청 또는 대리 신청
- 홈페이지(www.odmc.or.kr, 전자우편(odmc@nia.or.kr), FAX(02-2131-0881), 우편·방문 접수
※ 조정신청 접수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절차 완료

② 신청사실 통보
신청사건 접수 시 피신청인에게 접수사실 통보

③ 사실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
- 사건담당자가 자료 수집을 통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 사실조사 완료 이후 사실조사보고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사건 회부

④ 조정 전 합의 권고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앞서 당사자간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합
의 권고
- 당사자 간 합의 성립 시 사건 종결

⑤ 조정부 회의 개최
- 조정 전 합의가 결렬되거나 중한 사건인 경우 조정부 회의 개최
- 신청자·피신청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가능
- 조정부에서 양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⑥ 조정의 성립
- 신청인·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조정 성립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그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조
정 거부로 간주

84

데이터로 꿈을 디자인하라

02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

⑦ 효력의 발생
양 당사자의 조정결정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9항
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부교수급 이상 교수,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조정위원은 2년 임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분쟁조정위원회 조직도 ]

공공데이터 READY to START

85

CHAPTER

03

공공데이터 활용하기
86

데이터로 꿈을 디자인하라

DATA
데이터로
DREAM 꿈을
DESIGN 디자인하라
I. 공공데이터 활용 앱 개발 실습
01. 앱 개발에 대해 알아보기
02. ‘봉사하JOB’ 앱 만들어 보기
03. ‘쿡스타그램’ 앱 만들어 보기
04. ‘뿌리깊은 먹거리’ 앱 만들어 보기
05. ‘주차가 필요해’ 앱 만들어 보기

.
II. 공공데이터 활용 분석 시각화 실습
01. 데이터 분석-시각화란 무엇인가?
02. 공공데이터포털(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DAISY)를 활용한 시각화
03. 오픈소스 R을 활용한 시각화
04. 분석도구 R과 친해지기
05. 분석도구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

공공데이터 READY to START

87

I

공공데이터 활용 앱 개발 실습
공공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공공데이터포털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공공데
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앱 개발은 코딩을 최소화
한 개발 툴 ‘BIPLUG’을 활용하여 손쉽게 습득할 수 있으며, 앱을 다양한 앱 유형별 개
발 실습을 통해 응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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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앱 개발에 대해 알아보기

01 앱 개발에 대해 알아보기
‘앱’ 그리고 ‘앱만들기‘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

스마트폰이 일상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스마트폰 속의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준 것은 분명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란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지칭하는 단어로, 간단하게 앱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앱들은 기능에
따라 아래의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네이티브 앱

웹앱

하이브리드 앱

- 모 바일 화면을 통해 보는
-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앱
개요

-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는 앱

웹 사이트
- 웹 페이지를 스마트폰 화면의

-네이티브 앱 + 웹 앱의 결합

크기로 줄여놓은 것
- 스마트폰 브라우저로 실행

-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언어로 개발
개발

Android: java / iOS: Objective-C
- 개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듦

- 하 이브리드 앱의 프레임워크가

- 일 반적인 웹 기술로 개발
(HTML, CSS, java스크립트 등)
- 저 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필요함 (PhoneGap, Sencha 등)
- 콘텐츠 영역은 웹기술로 개발,
- 최 종 패키징은 네이티브 앱의

개발 가능

형태를 띔

- 최상의 사용자 환경 제공
- 스 마트폰에 내재된 하드웨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
특징

(카메라, GPS, 주소록 등)
- 실행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
- 특 정 플랫폼에서만 동작하므로

- 네이티브 앱보다 성능이 떨어짐

- 웹 앱보다는 우수하지만

- 실행 속도가 느림

네이티브 앱보다는 성능 및

- 앱스토어에 등록 불가능

속도가 떨어짐

- 스마트폰 하드웨어 사용 불가

업데이트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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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은 과연 어떤 종류의 앱으로 개발 됐을까요? 또, 가장 우수한 앱의 종류는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 사람은 네이티브 앱이 가진 성능과 웹 앱이 가진 개발의 편리함이 결합된 하이
브리드 앱이 최고의 앱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앱은 네이티브 기술
로 개발된 앱들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앱과 카메라의 연동이나, GPS를 사용하는 기능은
네이티브 앱에서 실현 가능합니다. 네이티브 앱이 스마트폰 디바이스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우
리에게 최상의 사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앱 만들기 도구 살펴보기: 저작도구
가끔 뉴스나 인터넷 사이트에 등장하는 이른바 대박을 친 기발한 앱들도 처음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개발자들이 앱으로 구체화하여 놓은 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이 지금보다 쉬워진다면, 우리의 생활
은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바이플러그는 기존 앱 개발 도구들과 달리 쉽게 네이티브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작도구입니
다. 바이플러그는 1년여 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프로그래밍 스킬없이, 고품질의 앱을 빠르고 쉽게 구축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이플러그의 저작도구를 사용하면 마치 파워포인트와 같은 문서도
구로 작업을 하듯이, 간단한 마우스와 키보드 조작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코딩 없는 개발

머릿속에서 구상한 앱을 스마트폰에서도 그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복잡
한 작업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달할 때는 보통 글 또는 이미지를 활용해 설명합니
다. 대상이 사람이 아닌 스마트폰일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기 생각을 번역해주어야 그대로 전달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스마트폰 플랫폼에서
는 사람의 언어가 아닌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 우리의 언어를 스마트폰의 언어로 바꾸는 이 과정을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코딩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마트폰 플랫폼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르고,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씩만 익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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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해했다고 해도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목표한 작업을 논리와 절차에 맞게 적절히 풀
어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코드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코드 구조에 관해 고려할 사항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하고자 하는 앱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프로그래밍 배경지식이 없다면 코딩이라는 큰 난관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 iOS 앱 개발에 필요한 Objective-C 코드 ]

코딩은 앱 개발에서 필수적인 작업이지만,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
로 앱을 만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앱 개발을 시작하기도 전에 좌절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이플러그는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렵지 않게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
다. 만들고자 하는 앱의 데이터를 블록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데이터블록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하지
않아도 개발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작동하는 앱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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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용자 인터페이스(UI)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와 사용자(사람)가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조작을
하고, 그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사용
자 인터페이스입니다.

|| 웹 기반 클라우드 통합개발환경(IDE)

[ 설치 기반의 통합개발환경(IDE) 비주얼 스튜디오 ]

기존의 앱 개발 프로그램은 대부분 그 회사의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
어, 비주얼 스튜디오(Visual Studio)는 윈도우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이자 마이크
로소프트 통합 개발환경이고, 애플의 엑스 코드(XCode)는 맥의 OSX나 아이폰의 iOS 전용 개발 툴입
니다. 이런 개발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지만 그만큼 PC에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그 회사의
운영체제나 기기에서만 작동하는 등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개발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앱
을 만드는 경우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 개발환경에서 개발한 소스코드를 공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개발자들은 개발 소스 관리를 도와주는 다른 도구(ex.githup) 등을활용해 협업하기도 하지만 개발자
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소스 관리 도구 활용법을 배우는 것조차도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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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개발환경 예시(https://c9.io/) ]

바이플러그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웹 기반 클라우드 개발환경(IDE)을 지원합니다. 이제는 인
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자신의 앱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수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개발 환경은 앱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PC의 용량
을 전혀 차지하지 않으며, 완성된 결과물들 역시 자체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되어 언제든 웹에서 확
인해볼 수 있습니다.

잠깐! 클라우드란?
클라우드는 영어로 ‘구름’입니다. 사진, 문서, 동영상 같은 것들
을 여러분들의 PC나 스마트폰이 아닌,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
은 외부 저장소에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웹에 접속
해 다운로드 하거나 문서를 편집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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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티브 앱으로 자동 제작

바이플러그처럼 코딩 없이 드래그 앤 드롭의 조작으로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들은 대부
분 네이티브 앱이 아닌 모바일 웹 사이트 형태의 ‘웹 앱’ 파일을 결과물로 제공합니다. 웹 앱을 제공하
는 가장 큰 이유는 개발하기가 비교적 쉽고 스마트폰 플랫폼이나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웹은 네이티브 앱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실행속도가 느리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주소록, GPS 같은 스마트폰에 있는 다른 하드웨어나 네이티브 UI(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앱은 대부분 모바일 웹이 아닌 네이티
브 앱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구글에 ‘App Builder Without Coding’을 검색하면 수많은 앱 빌더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지금 네이티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플러그는 네이티브 앱
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즉, 네이티브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바이플러그의 최대
장점은 개발자가 직접 복잡한 네이티브 소스코드를 생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앱을 빌드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맞는 네이티브 앱이 생성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각 플랫폼에서 지
원하는 UI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앱을 볼 수 있으며, 완성된 앱을 Google Play나 App Store 등 원하
는 플랫폼의 앱 마켓에 웹 앱보다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App Store의 경우에는 웹
콘텐츠만으로 이루어진 앱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드한 앱은 QR코드를 사용
해 모바일 기기에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웹 기반 앱 제작 서비스 예시(http://ionicframewor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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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블록으로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동시 구축

앱 개발을 생각하면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페이지를 제작하는 프론트엔드(front-end) 개발을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가 앱을 사용하며 경험하는 많은 편의 기능들은 프론트엔드를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쌓고 앱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백엔드(back-end)가 없는 앱
서비스는 다른 사용자들과 어떤 콘텐츠나 데이터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사진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을 떠올려 봅시다. 회원가입을 한 후 친구를 찾아 팔로우
를 신청합니다. 내 사진을 올리고 친구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행동들이 바로 프론트엔드에서 일어난 사용자의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백엔드에서는 데이터로 바꾸
고, 서버에 저장한 후, 각 동작에 맞는 데이터를 다시 보내주는 작업이 이루어 집니다. 만약 백엔드에
서 아무 작업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눌러도 어떤 반응도 없는 빈 페이지만 클
릭하게 되는 것입니다.

[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

이처럼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백엔드 개발과 프론트
엔드 개발은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의 개발 스킬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개발자를 채용할 때도 분야가 전
혀 다르므로 대부분 각각 다른 개발자를 구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에도 각 플랫폼에 맞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지만, 백엔드 서버 개발은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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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사용자가 직접 보는 화면을 작업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쉽
고 편하게 앱을 이용할 수 있을지를 기획하고 만드는 반면, 백엔드 개발자는 앱 서비스에서 특정 요청
이 오면 서버가 어떻게 대응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작업이 주를 이룹니다. 대개는 데이터베이스를 활
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추가, 삭제, 수정 등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물론 앱 서비스
의 콘텐츠나 자료 저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설계해야 합니다.

바이플러그는 백엔드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블록’
을 편집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백엔드를 개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데이터가 숫자, 텍스
트, 이미지 등 어떤 형태의 데이터인지 구별해 특정 아이콘을 선택해서 데이터블록에 지정하면, 그에
맞는 데이터 입력, 편집, 삭제 등의 기능은 자동으로 서버에 구축되므로 앱에서 즉시 그에 맞는 기능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플러그는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 것만으로도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와 내가 만드는 앱 화면
UI의 관계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이는 화면과 보이지 않는 공간에 쌓이는 데이터를 동시
에 제작해서, 백엔드 구축을 위한 별도의 코딩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프론트엔드와 백
엔드를 동시에 그리고 쉽게 구축하게 하는 바이플러그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잠깐! 데이터 블록이란?
어떤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합니다. 앱을 만들
기 위해서는 데이터 블록이 꼭 필요합니다.
앱을 개발할 때는 앱의 목적에 따라 데이터블록을 구성하고, 그
데이터블록들을 가지고 앱 콘텐츠와 레이아웃을 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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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블록의 예시

[데이터블록 예시(부동산 중개 앱)]

[데이터블록 예시(커머스 앱)]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란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정보를 말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국내에서 생산되는 공
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업로드되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 교통정보, 관광정보, 상가 정
보 등 각종 유용한 공공데이터들이 공공 또는 민간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보다 다양한 콘텐츠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바이플러그는 공공데이터의 파일데이터 또는 오픈 API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져와 앱을 개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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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봉사하JOB’ 앱 만들어 보기
|| 실습 앱 소개

용도
중/고등학생 전용 봉사활동 정보 제공

데이터블록 구성
중학생 봉사활동 보기
• 텍스트: 기관명, 프로그램명, 대상, 활동일자

고등학생 봉사활동 보기
• 텍스트: 기관명, 프로그램명, 대상, 활동일자

검색 조건: 중학생, 고등학생

활용 공공데이터
청소년 활동정보 자원봉사프로그램 서비스

|| 앱 정보 설정하기

• 앱 제작 작업을 위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1. 화면 중앙에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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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이름은 앱 이름이 아닌 웹 저작
도구 상에서 분류되는 파일명과 같은 개념
이다.

1. 프로젝트의 이름은 특수문자 및 대문자를
제외한 영문자 및 숫자로 (6-20자)로 입력
한다.
2. 알맞은 이름을 입력한 후 저장을 눌러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 프로젝트 생성 후 앱과 관련된 기본적인
프로필을 설정한다.

1. 앱의 기본적인 정보를 설정한다.
2. 설정을 위해 ‘설정’ 탭을 클릭한다.
3.‘기본’탭을 클릭한다.
4. 앱 이름 – 시작 화면 – 앱 아이콘 스플래시 화면 순으로 설정한다.
5. 시작화면은 Scene1로 설정한다.
6. 앱 이름은 실제로 실행될 때 보이는 앱의
이름을 입력한다.
(본 실습에서는 “봉사하JOB”으로 입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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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정보에 필요한 이미지는 바이
플러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1. 프로젝트 설정에 필요한 이미지를 다운
로드 받기 위해 바이플러그의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한다. > http://blog.
naver.com/biplug
2. 좌측 블로그 카테고리 중 BiPlug Edu.
➔ 앱 만들어보기_ 자료를 클릭한다.
3. 제목 [실습 앱 ② 봉사하JOB]으로 올라
온 포스트를 클릭한다.
4.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후 압축 해제한다.

• 앱 아이콘으로 쓰일 이미지를 업로드 후
적용한다.

1. 아이콘의 빈 이미지 화면을 클릭한다.
2. 이미지 열기 팝업창이 뜨면 앞서 다운
로드 받은 이미지 중 ‘icon_봉사하JOB’
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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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실행 시 로딩 이미지로 쓰일 이미지를
저작 도구 저장소에 업로드한다.

1. 다음으로 스플래시 화면의 빈 이미지
화면을 클릭한다.
2. 이미지 업로드 팝업창이 뜨면 추가를
클릭한다.
3. 이미지 추가 팝업창이 뜨면 앞서 다운
로드 받은 이미지 중 ‘splash_봉사하
JOB_2’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
한다.

• 저작 도구 저장소에 업로드 된 이미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1. 이미지 업로드 팝업창에 업로드 된 로딩
이미지를 클릭한다.
2.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미지가
살짝 어두워진다.
3. 그 상태에서 적용을 눌러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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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프로젝트 설정을
저장한다.

1.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지금까지 작업
한 모든 프로젝트 설정을 저장한다.

|| 메인 페이지 만들기 (Scene1)

• 앱을 구성하는 화면의 개수만큼 각각의
Scene을 생성해주어야 한다.

1. 상단의 ‘화면’버튼을 누른다.
2. 상단의 ‘+ 화면 추가’ 버튼을 눌러
Scene을 추가할 수 있다.
3. 본 실습용 앱에서는 4개의 화면이 필
요하므로 ‘+ 화면추가’ 버튼을 눌러
Scene4까지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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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실행 후 등장하는 메인 Scene을 생성
한다.
• UI 블록으로 이미지, 텍스트 등의 UI를
원하는 크기와 위치에 맞춰 설정할 수 있다.

1. Scene1 탭을 클릭한다.
2. 저작 도구 우측 UI 블록에서 이미지
아이콘을 중앙의 앱 화면 중 원하는 위치
에 드래그 하여 올려놓는다.
3. 위치를 지정했으면 마우스로 원하는
크기에 맞춰 사이즈를 조절한다.

• 앱 화면에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 및
배치한다.

1. 저작도구 우측의 속성 ➔ 이미지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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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메인 페이지에 쓰일 이미지를 업로드
및 배치한다.
• 업로드에 필요한 이미지는 앞서 블로그
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활용한다.
• 프로젝트 설정 이미지를 업로드 한 방법
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저작
도구 저장소에 업로드한다.

1. 이미지 업로드 팝업창이 등장하면 추가를
클릭한다.
2. 다운로드 받은 ‘봉사하job 메인’ 이미지를
선택 후 열기를 클릭한다.
3. 업로드 팝업창에 이미지가 올라가면
‘봉사하job 메인’ 이미지를 클릭 후 적용을
눌러 설정한다.

• 메인 페이지하단에 대상별 봉사활동
목록을 볼 수 있는 아이콘을 배치한다.

1.

저작 도구 우측 UI 블록 ➔ 이미지
아이콘을 중앙의 앱 화면 중 원하는 위치
에 드래그하여 올려놓는다.

2. 위치를 지정했으면 우측 속성에서 UI
아이콘의 높이를 ‘80’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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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페이지 하단에 대상별 봉사활동
목록을 볼 수 있는 아이콘을 배치한다.

1. 오른쪽 도구상자 중 ‘복제’버튼을 클릭
하여 이미지 아이콘을 2개 더 생성한다.
2. 2개의 이미지 아이콘을 알맞은 위치와
크기로 올려놓는다.

• 메인 페이지하단에 대상별 봉사활동
목록을 볼 수 있는 아이콘을 배치한다.

1. 이미지 박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측의 속성 ➔ 이미지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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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페이지하단에 대상별 봉사활동
목록을 볼 수 있는 아이콘을 배치한다.

1. 이미지

업로드

팝업창이

등장하면

‘icon_중학생 봉사활동 보기’, ‘icon_
고등학생 봉사활동 보기’, ‘icon_봉사
활동 목록 전체보기’순으로 이미지를 적용
한다.

• 버튼을 클릭하면 원하는 페이지로 넘어
갈 수 있도록 Scene 전환을 설정한다.

1. ‘중학생 봉사활동 보기’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의 속성 ➔ 액션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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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클릭하면 원하는 페이지로 넘어
갈 수 있도록 Scene 전환을 설정한다.

1. 메시지 팝업창이 뜨면 좌측 화면 메뉴를
클릭한다.
2. 우측 화면의 상단 화면 이동을 클릭한다.
3. ‘중학생 봉사활동 보기’는 Scene2로
전환될 수 있게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저장한다.

• 각각의 버튼마다 전환되는 Scene을
따로따로 지정해주어야 한다.

1. ‘고등학생 봉사활동 보기’는 Scene3으로
전환될 수 있게 선택 후 저장을 누른다.
2. ‘봉사활동 목록 전체보기’는 Scene4로
전환될 수 있게 선택 후 저장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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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
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저작도구 상단의 관리자 ➔ 메뉴 관리자를
클릭한다.

• 로그인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메뉴 그룹 추가’를 클릭한다.
2. 메뉴 그룹 이름은 “봉사하JOB”으로
입력한다.
3. 메뉴 타입은 ‘기본 메뉴’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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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메뉴 그룹을 생성한 후 ‘메뉴 추가’를
선택한다.
2. 메뉴 이름은 “로그인”으로 입력한다.
3. 우측 하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 로그인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액션 설정은 ‘기능’을 클릭한다.
2. 기능 중 ‘로그인’을 클릭한다.
3. ‘저장’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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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메뉴 추가’를 선택한다.
2. 메뉴 이름은 “설정”으로 입력한다.
3. 우측 하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 로그인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액션 설정은 ‘기능’을 클릭한다.
2. 기능 중 ‘설정 열기’를 클릭한다.
3. ‘저장’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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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우측 탭에서 메뉴 우측 화살표를 클릭한다.
2. 추가 된 ‘봉사하JOB’ 메뉴 그룹을 선택
한다.

• Scene1을 구성한다.

1. 제목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하여 앱의
상단에 들어갈 내용의 색상을 지정한다.
2. 제목 배경 색상을 ‘초록색’으로 설정하여
앱의 상단바 색상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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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로 데이터블록 구성하기

•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성격에 맞는 데이터블록을 만들어야 한다.
•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공공데이터포털에 접속해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한다.

1. 공공데이터포털
(http://www.data.go.kr)에 접속한다.
2. 상단의 ‘회원가입’을 눌러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한다.

• 공공데이터포털에 회원가입을 한다.

1.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일반회원 가입
하기’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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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포털에 회원가입을 한다.

1. 회원 가입여부를 확인 후 절차에 맞게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다.

1.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상단의 ‘로그인’
을 눌러 로그인 창으로 이동한다.
2.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각각 입력 후 로그인
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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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끝나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검색한다.

1. 로그인 후 메인화면이 뜨면 검색창에
‘청소년 봉사활동’을 입력 후 검색한다.

•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오픈API 데이터를
검색 후 선택한다.

1. 검색 결과가 뜨면 오픈API에 해당하는 검색
결과 중 원하는 데이터인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서비스 정보’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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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오픈API 데이터
활용 신청을 한다.

1. 원하는 데이터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의 상세 페이지가 뜨면 메뉴 중 왼쪽의
‘활용신청’을 클릭한다.

•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오픈API 데이터
활용 신청을 한다.

1. 그림과 같이 해당 항목을 선택 후 하단의
‘신청’을 눌러 데이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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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오픈API 데이터 활용
신청을 한다.

1. 오픈API 데이터 신청이 무사히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등장한다.

• 신청한 오픈API 데이터를 불러온다.

1.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클릭해 마이페이지
로 들어간다.
2. 오픈API ➔ 개발계정에서 자신이 요청한
오픈API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다.
3. 해당하는 데이터 이름을 클릭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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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한 오픈API 데이터를 불러온다.

1. 해당 데이터의 상세페이지로 넘어가면
‘청소년활동 자원봉사프로그램 목록 검색’
의 ‘실행’을 클릭한 후 하단의 ‘미리보기’
를 클릭한다.

• ‘미리보기’ 결과를 확인하고 바이플러그
저작도구에서 사용하기 위해 URL을 복사
한다.

1. 미리보기 창이 등장하면 화면 위 주소창을
클릭해, 전체 URL을 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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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블록을 설정하기 위해 새로운
Scene으로 이동한다.

1. Scene2 탭을 클릭해서 새로운 Scene
으로 넘어간다.

• 앞서 불러온 공공데이터의 오픈API를
저작도구에 적용한다.

1. 상단 메뉴의 데이터블록 ➔ 공공데이터
API 불러오기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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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불러온 공공데이터의 오픈API를
저작도구에 적용한다.

1. 공공데이터 API 불러오기 팝업창이 뜨면
앞서 복사한 데이터의 URL을 URL창에
붙여넣기한다.
2. 입력 후 URL창 우측의 돋보기 아이콘을
누른다.

• 저작 도구로 불러온 공공데이터를 본인
이 원하는 데이터 필드로 자유롭게 수정
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API 불러오기 팝업창에서
불러온 공공데이터를 확인한다.
2. 불러온 공공데이터 중 데이터블록으로
사용할 데이터만 왼쪽의 박스에 체크하여 선택 한다.
[1번 ‘sdate’, 2번 ‘target’, 4번 ‘pgmNm’, 6번 ‘organNm’에 체크]
3. 오른쪽의 데이터필드 이름에서는 데이터블록에서 본인이 사용할 필드명으로 값을 수정한다.
[1번 : 활동일자 / 2번 : 대상 / 4번 : 프로그램명 / 6번 : 기관명]
4. 모든 수정 작업이 끝나면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 데이터블록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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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블록의 이름을 설정한다.

1. 데이터블록 오른쪽의 톱니바퀴 아이콘
을 클릭해 데이터블록 설정 팝업창을
띄운다.
2. 데이터블록을 설정하는 팝업창이 나타나
면, 데이터블록 이름 칸에 “봉사활동 목록”
이라고 입력한다.
3. 모든 설정이 끝나면 저장을 누르고 창을
닫는다.

• 불러온 공공데이터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1. 데이터블록 오른쪽의 네모 박스를 클릭해
데이터블록 설정 팝업창을 띄운다.
2. 데이터블록을 설정하는 팝업창이 나타나면,
데이터 리스트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한
데이터의 목록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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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추가로
입력하면 훨씬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앱에 활용할 수가 있다.

1. 데이터 추가 메뉴를 클릭하면 데이터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다.
2. 각 데이터필드에 맞는 데이터 값을 입력
한다.
3. 연속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하단의
저장 후 추가 버튼을 눌러 데이터 입력
작업을 계속한다.
4. 모든 데이터 입력 작업을 마칠 때 까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5. 모든 작업이 끝나면 저장을 누르고 창을
닫는다.

|| 데이터로 앱 레이아웃 구성하기

• 데이터 입력이 끝난 데이터블록을 앱 화면
에 배치한다.

1. 모든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면 데이터블록
박스를 드래그해서 스마트폰 화면 위로
끌어놓는다.

공공데이터 READY to START

121

• 블록을 화면에 맞게 조정한다.

1. 블록 형태로 변한 데이터블록을 앱 화면에
드래그 한다.
2. 오른쪽 도구상자 중 ‘화면 크기에 맞춤’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블록을 화면 크기
에 맞춘다.

• 데이터블록의 한 행(row)이 배치될 영역의
크기를 조정한다. 입력한 각각의 데이터
필드는 설정한 행 안에서 자유롭게 배치
할 수 있다.

1. 데이터블록 우측 화살표를 클릭한다.
2. 화살표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로 데이터블록의 행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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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화면에서 보이는 각각의 데이터의
크기를 조정 및 배치한다.

1. ‘프로그램명’ 필드의 크기를 그림과 같
은 크기로 마우스로 조정하여 맨 위에
배치한다.
2. ‘프로그램명’ 필드 하단에 ‘기관명’ 필드
를 배치한다.
3. 그 밑에 ‘활동일자’와 ‘대상’ 필드를 각각
알맞은 크기로 배치한다.

• 각각의 데이터가 앱에서 보이는 색상 및
폰트는 직접 편집해서 지정할 수 있다.

1. 모든 필드의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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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배경
색상을 설정한다.

1. ‘프로그램명’필드의 배경색상을 ‘연두색’
으로 설정한다.

|| 페이지 검색 조건 설정하기

• 불러온 데이터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노출시키기 위해, 데이터블록
에 검색 조건 필터를 추가한다.

1. 데이터필드가 배치되지 않은 데이터블록
하단의 빈 공간을 클릭해서 데이터블록
전체가 선택되도록 한다.
2. 우측 속성 ➔ 필터 및 정렬 설정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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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온 데이터 중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
만 노출시키기 위해, 검색 조건 필터를
추가한다.
• Scene2에는 중학생 대상의 봉사활동
데이터만 노출되게끔 설정한다.

1. 검색 조건 팝업창이 뜨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2. [필터 이름 : 중학생 대상 / 데이터필드
이름 : 대상 / 조건 : % 포함하는 / 값 : 중]
으로 설정 후 저장한다.

• 검색 조건을 걸면 필터에 걸린 데이터만
화면에 노출된다.

1. 필터 리스트에 검색 조건이 추가되고
하단에 있는 결과 창에 해당 조건의 데이
터만 노출된 것을 확인하면 창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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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e2를 구성한다.

1. 제목 배경 색상을 ‘초록색’으로 설정
하여 앱의 상단바 색상을 지정한다.

• 나머지 Scene의 레이아웃은 Scene2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
한다.

1. 데이터블록 하단의 빈 공간을 클릭해서
데이터블록 전체를 선택된 상태로 만든다.
2. 우측의 복사 아이콘을 눌러 레이아웃
전체를 복사하거나 데이터블록이 선택
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복사
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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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Scene의 레이아웃은 Scene2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
한다.

1. Scene3 탭을 클릭해서 Scene3으로 이
동한다.
2. 우측의 붙여넣기 아이콘을 눌러 레이
아웃 전체를 붙여넣거나 스마트폰 화면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으로 붙여넣기를
선택한다.

• Scene2와 동일하게 특정 조건의 데이
터만 노출시키기 위해 검색 조건 필터를
추가한다.
• Scene3에는 고등학생 대상의 봉사활동
데이터만 노출되게끔 설정한다.

1. Scene2와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의 검색
조건을 설정한다.
2. 데이터블록 하단의 빈 공간을 클릭해서
데이터블록 전체가 선택되도록 클릭한다.
3. 우측 속성 ➔ 필터 및 정렬 설정을 클릭한다.
4. 검색 조건 팝업창이 뜨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5. [필터 이름 : 고등학생 대상 / 데이터필드 이름 : 대상 / 조건 : % 포함하는 / 값 : 고] 로 설정 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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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조건을 걸면 필터에 걸린 데이터만
화면에 노출된다.

1. 필터 리스트에 검색 조건이 추가되고
하단에 있는 결과 창에 해당 조건의 데이
터만 노출된 것을 확인하면 창을 닫는다.

• Scene3을 구성한다.

1. 제목 배경 색상을 ‘초록색’으로 설정하여
앱의 상단바 색상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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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e4에는 검색 조건 없이 모든 데이터의
전체 목록이 보일 수 있도록 한다.

1. 화면 위 데이터블록 전체를 클릭한다.
2. Scene2의 데이터블록을 복사한 것과
동일하게 우측 복사 아이콘을 클릭 또는
마우스 우클릭으로 복사를 선택한다.

• Scene4에는 검색 조건 없이 모든 데이터
의 전체 목록이 보일 수 있도록 한다.

1. 우측 붙여넣기 아이콘을 눌러 레이아웃
전체를 붙여 넣거나 스마트폰 화면 부분
에 마우스 우클릭으로 붙여넣기를 선택
한다.
2. 모든 데이터의 목록이 나오는 전체 목록
페이지이므로 검색 조건은 별도로 설정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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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e4를 구성한다.

1. 제목 배경 색상을 ‘초록색’으로 설정
하여 앱의 상단바 색상을 지정한다.

|| 앱 업데이트 설정하기

• 앱 버전 업데이트를 위한 설정을 추가한다.

1. 저작도구 상단의 ‘설정’을 클릭한다.
2. ‘Android’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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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버전 업데이트를 위한 설정을 추가
한다.

1. 기본 정보 중 버전 코드의 값을 “1 ➞ 2 ”
로 수정한다.
2. 수정 사항을 저장한다.

|| 웹에서 모바일 앱으로 내보내기

• 완성된 앱을 빌드하여 apk파일을 생성
한다.

1. 상단 메뉴의 빌드 ➔ Android 프로젝트
빌드(또는 iOS 프로젝트 빌드하기)를 클릭
한다.
2. 상단의 안드로이드나 애플 아이콘 중 자
신의 모바일 기종에 맞는 아이콘을 클릭
해도 빌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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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앱을 생성
한다.

1. 스마트폰에서 QR코드 리더기 또는 스캐너
를 실행한다.
2. PC 모니터에 나타난 QR코드를 모바일
리더기로 읽어 들이면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 링크가 생성된다.

• 완성된 앱은 저작 도구에서 빌드와 내보
내기 후에 다운받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2 데이터로 꿈을 디자인하라

03 ‘쿡스타그램’ 앱 만들어 보기

03 ‘쿡스타그램’ 앱 만들어 보기
|| 실습 앱 소개
용도
유저들간의 레시피 공유 및 요리 정보 제공 SNS

데이터블록 구성
유저레시피
• 이미지 : 요리사진, 조리법 사진
• 텍스트 : 요리이름, 재료, 조리법 설명

솜씨자랑
• 이미지 : 완성된 요리 사진
• 텍스트 : 요리 이름, 설명

추천레시피
• 농촌진흥청 추천 식단 공공데이터 활용

활용 공공데이터
농촌진흥청 추천식단 정보

|| 앱 정보 설정하기

• 앱 제작 작업을 위해 새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1. 상단의 프로젝트 ➔ 새 프로젝트를 클릭
하여 프로젝트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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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이름은 앱 이름이 아닌 웹 저작
도구 상에서 분류되는 파일명과 같은 개념
이다.

1. 프로젝트의 이름은 특수문자 및 대문자를
제외한 영문자 및 숫자로 (6-20자)로 입력
한다.
2. 알맞은 이름을 입력한 후 저장을 눌러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 프로젝트 생성 후 앱과 관련된 기본적인
프로필을 설정한다.

1. 앱의 기본적인 정보를 설정한다.
2. 설정을 위해 ‘설정’ 탭을 클릭한다.
3.‘기본’탭을 클릭한다.
4. 앱 이름 – 시작 화면 – 앱 아이콘 스플래시 화면 순으로 설정한다.
5. 시작화면은 Scene1로 설정한다.
6. 앱 이름은 실제로 실행될 때 보이는 앱의
이름을 입력한다.
(본 실습에서는 “쿡스타그램”으로 입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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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설정에 필요한 이미지는 바이
플러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1. 프로젝트 설정에 필요한 이미지를 다운로
드 받기 위해 바이플러그의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한다. ➔ http://blog.naver.com/
biplug
2. 좌측 블로그 카테고리 중 BiPlug Edu.
-> 앱 만들어보기_ 자료를 클릭한다.
3. 제목 [실습 앱 ③ 쿡스타그램]으로 올라
온 포스트를 클릭한다.
4.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후 압축 해제한다.

• 앱 아이콘으로 쓰일 이미지를 업로드 후
적용한다.

1. 아이콘의 빈 이미지 화면을 클릭한다.
2. 이미지 열기 팝업창이 뜨면 앞서 다운로
드 받은 이미지 중 ‘icon_cookstagram’
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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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실행 시 로딩 이미지로 쓰일 이미지를
저작 도구 저장소에 업로드한다.

1. 다음으로 스플래시 화면의 빈 이미지
화면을 클릭한다.
2. 이미지 업로드 팝업창이 뜨면 추가를
클릭한다.
3. 이미지 추가 팝업창이 뜨면 앞서 다운
로드 받은 이미지 중 ‘splash_cookstagram_2’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
릭한다.

• 저작 도구 저장소에 업로드된 이미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1. 이미지 업로드 팝업창에 업로드 된 로딩
이미지를 클릭한다.
2.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미지가
살짝 어두워진다.
3. 그 상태에서 적용을 눌러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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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프로젝트 설정을
저장한다.

1.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지금까지 작업
한 모든 프로젝트 설정을 저장한다.

|| 하위 페이지를 위한 탭 구조 잡기 (Scene1)

• 앱을 구성하는 화면의 개수만큼 각각의
Scene을 생성해주어야 한다.

1. 상단의 ‘화면’버튼을 누른다.
2. 상단의 ‘+ 화면 추가’ 버튼을 눌러
Scene을 추가할 수 있다.
3. 본 실습용 앱에서는 4개의 화면이
필요하므로 ‘+ 화면추가’ 버튼을 눌러
Scene4까지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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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e1은 탭의 구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본 실습 앱은 ‘유저레시피’, ‘솜씨자랑’,
‘추천레시피’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한다.

1. Scene1로 이동한다.
2. Scene1의 탭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우측
탭 페이지를 클릭한다.
3. 이용

가능한

화면에서

Scene2,

Scene3, Scene4를 각각 드래그해서
서브화면 박스 안으로 끌어온다.
4. Scene2는 첫 번째 탭, Scene3는 두 번째
탭, Scene4는 세 번째 탭으로 설정이 되게
된다.

• 각 Scene에 배치한 탭 페이지(카테고리)
의 이름을 설정한다.
• 본 실습 앱은 ‘유저레시피’, ‘솜씨자랑’,
‘추천레시피’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한다.

1. 우측 속성에서 Scene 1의 이름을 “쿡 스타
그램”으로 입력한다.
2. 제목 색상은‘흰색’으로 지정한다.
3. 제목 배경 색상은 ‘갈색’으로 지정한다.
4. 기본 탭 제목 색상은‘흰색’으로 지정한다.
5. 선택된 탭 제목 색상은‘희색’으로 지정한다.
6. 탭 인디케이터 색상은‘흰색’으로 지정한다.
7. 탭 배경 색상은 ‘갈색’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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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Scene에 배치한 탭 페이지(카테고리)의
이름을 설정한다.
• 본 실습 앱은 ‘유저레시피’, ‘솜씨자랑’,
‘추천레시피’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한다.

1. Scene2로 이동한다.
2. 우측 속성에서 Scene 2의 이름을
“유저레시피”로 입력한다.
3. 제목 색상은‘흰색’으로 지정한다.
4. 제목 배경 색상을‘갈색’으로 지정한다.
5. 동일한 작업을 나머지 탭에도 반복
적용한다. Scene3에는 “솜씨자랑”,
Scene4에는 “추천레시피”라고 입력
한다.

|| Scene2 제작 (1번탭, 유저레시피)

• 2번 Scene, ‘유저레시피’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블록을 추가한다.

1. 저작 도구 좌측 데이터블록 ➔ + 생성
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데이터블록
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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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데이터 필드의 개수만큼 데이터
블록에 필드를 추가한다.

1. 새로 나타난 새로운 데이터블록을 클릭
한다.
2. 클릭하면 하단에 ‘필드 추가’ 버튼이
클릭해서 원하는 데이터의 종류만큼
추가한다.
(‘유저레시피’에는 총 6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 각 데이터에 맞는 이름을 설정한다.

1. 6종류의 데이터를 추가했으면 다음과
같이 각 데이터에 맞는 이름을 입력한다.
2. 위의 이미지를 따라 각각의 필드명을 각
각 “이미지”, “조리사진”, “요리이름”,
“재료”, “설명”, “댓글”로 순서대로 입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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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데이터 필드의 이름을 입력하고 데이터
의 종류를 지정해 준다.

1. 필드명 왼쪽의 아이콘을 눌러 데이터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2. 텍스트 데이터를 제외하고 ‘이미지’는
‘Image’, ‘조리사진’은 ‘ImageList’,
‘댓글’은 ‘Comment’로 각각 지정한다.
3. 편집이 끝나면 하단의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 데이터블록 구성에 대한 변경사항
을 저장한다.

• 데이터블록의 이름을 바꿔준다. 데이터
블록의 이름을 지정해 주면 여러 개의
데이터블록을 사용할 때 구별하기가
편리해진다.

1. ‘새 데이터블록’의 오른쪽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해 데이터블록 설정 팝업
창을 띄운다.
2. 데이터블록을 설정하는 팝업이 나타나
면, 팝업 상단에 있는 데이터블록 이름
칸에 “유저레시피”라고 입력한다.
3. 모든 설정이 끝나면 팝업 하단의 저장을
누르고 창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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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구성이 끝나면 이제 각 필드에 필요
한 개별 데이터를 입력한다.

1. 데이터블록 오른쪽의 네모 박스를 클릭
해 개별 데이터를 입력을 위한 팝업창을
띄운다.
2. 상단에 있는‘데이터 추가’탭을 클릭한다.

• 내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필드에 맞춰 직접 입력한다.
• ImageList 필드로 설정한 ‘조리사진’은
여러 장을 동시에 업로드 해 조리과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1. 각각의 데이터를 필드 별 특성에 맞춰
모두 입력한다.
2. 샘플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본인이 갖
고 있는 사진 및 조리법을 올려도 무방하다.
3. ‘요리이름’, ‘재료’, ‘설명’에 텍스트로 데이터를 채운다.
4. 연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하단의 저장 후 추가 버튼을 눌러 데이터 입력 작업을 계속한다.
5. 모든 작업이 끝나면 저장을 누르고 창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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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입력이 끝난 데이터블록을 앱
화면에 배치한다.

1. 모든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면 데이터블록
박스를 드래그해서 스마트폰 화면 위로
끌어놓는다.

• 데이터 블록을 화면에 맞게 조정한다.

1. 오른쪽 도구상자 중 ‘화면 크기에 맞춤’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블록을 화면 크기
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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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블록의 한 행(row)이 배치될 영역
의 크기를 조정한다. 입력한 각각의 데이터
필드는 설정한 행 안에서 자유롭게 배치 할
수 있다.

1. 데이터블록 우측 화살표를 클릭한다.
2. 화살표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로 데이터블록의 행을 조절한다.

• 앱 화면에서 보이는 각각의 데이터의
크기를 조정 및 배치한다.

1. ‘이미지’ 필드를 앱 화면으로 드래그 한다.
2. 상단 바의 양 옆 화살표 모양으로 생긴
‘화면 크기에 맞춤’ 버튼을 클릭해서
가로 길이를 화면에 꽉 채워지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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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위에 레이어 형태로 올릴 텍스트
필드의 폰트 크기, 폰트 색상 및 배경색
을 설정한다.
• 저작 도구 우측의 속성 편집 메뉴에서 각
필드의 폰트, 배경색 등을 설정할 수 있다.

1. ‘이미지’필드

우측

상단에‘요리이름’

필드를 배치한다.
2. 폰트 크기 하단에 있는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로 설정한다.
3. 폰트 색상은‘흰색’으로 설정한다.
4. 배경 색상은 ‘분홍색’으로 지정한 후
투명도를 20%로 설정한다.

• 앱의 화면에서 콘텐츠를 터치했을 때 이
동하는 상세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고급
옵션을 실행한다.

1. 데이터블록 영역을 클릭한다.
2. 저작 도구 우측의 상세화면 설정 메뉴를
클릭한다.
3. 클릭하면 상세화면 설정이라는 제목의
팝업창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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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화면에서 이미지를 헤더 형태로
설정한다.
• 상세화면에서 요리이름을 타이틀로 설정
하여 이미지 헤더와 잘 어울리게 한다.

1. ‘이미지’를 ‘헤더 이미지’로 지정한다.
2. ‘요리이름’을 ‘제목’으로 지정한다.
3.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누르고 창을 닫는다.

•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저작도구 상단의 관리자 ➔ 메뉴 관리자
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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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
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메뉴 그룹 추가’를 클릭한다.
2. 메뉴 그룹 이름은 “유저레시피”로 입력
한다.
3. 메뉴 타입은 ‘기본 메뉴’로 설정한다.

•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
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메뉴 그룹을 생성한 후 ‘메뉴 추가’를
선택한다.
2. 메뉴 이름은 “로그인”으로 입력한다.
3. 우측 하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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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액션 설정은 ‘기능’을 클릭한다.
2. 기능 중 ‘로그인’을 클릭한다.
3. ‘저장’을 클릭한다.
4. 한 번 더 ‘저장’을 클릭한다.

•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메뉴 추가’를 선택한다.
2. 메뉴 이름은 “글쓰기”로 입력한다.
3. 우측 하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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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액션 설정은 ‘데이터블록’을 클릭한다.
2. 기능 중 ‘글쓰기’를 클릭한다.

• 글쓰기 기능을 적용할 데이터블록을
선택한다.

1. ‘유저레시피(Scene2)’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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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 기능을 적용할 데이터블록을
선택한다.

1. ‘관리자만’을 선택한다.
2. ‘저장’을 클릭한다.
3. 한 번 더 ‘저장’을 클릭한다.

•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메뉴 추가’를 선택한다.
2. 메뉴 이름은 “설정”으로 입력한다.
3. 우측 하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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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액션 설정은 ‘기능’을 클릭한다.
2. 기능 중 ‘설정 열기’를 클릭한다.
3. ‘저장’을 클릭한다.
4. 한 번 더 ‘저장’을 클릭한다.
5. 창을 닫는다.

•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우측 탭에서 메뉴 우측 화살표를 클릭한다.
2. 추가 된 ‘유저레시피’ 메뉴 그룹을 선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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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e3 제작 (2번탭, 솜씨자랑)

• ‘솜씨자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블록을 생성한다.
• 이 페이지에서는 유저들이 모바일에서
직접 올리는 콘텐츠가 주 데이터가 되도
록 설정한다.

1. Scene3으로 이동한다.
2. 저작 도구 좌측 데이터블록 ➔ 생성하
기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데이터블록
을 만든다.

• ‘솜씨자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블록에 필드를 추가한다.

1. 새로 나타난 새로운 데이터블록을 클릭
한다.
2. ‘필드 추가’버튼을 클릭해서 원하는
데이터의 종류만큼 추가한다.
(‘솜씨자랑’에는 총 5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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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필드의 이름을 입력하고 데이터의 종
류를 지정한다.

1. 5종류의 데이터를 추가했으면 다음과 같
이 각 데이터에 맞는 이름을 입력한다.
2. 위의 이미지를 따라 각각의 필드명을 각
각 “이미지”, “요리이름”, “자랑글”,
“댓글”, “별점”로 순서대로 입력한다.
3. 필드명 왼쪽의 아이콘을 눌러 데이터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4. 텍스트 데이터를 제외하고 ‘이미지’는 ‘Image’, ‘댓글’은 ‘Comment’, ‘별점’은 ‘Rating’으로 각각 지정한다.
5. 편집이 끝나면 하단의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 데이터블록 구성에 대한 변경사항을 저장한다.

• 데이터블록의 이름을 바꿔준다. 데이터
블록의 이름을 지정해 주면 여러 개의 데
이터블록을 사용할 때 구별하기가 편리
해진다.

1. ‘새 데이터블록’의 오른쪽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해 데이터블록 설정 팝업
창을 띄운다.
2. 데이터블록을 설정하는 팝업이 나타나
면, 팝업 상단에 있는 데이터블록 이름
칸에 “솜씨자랑”라고 입력한다.
3. 모든 설정이 끝나면 팝업 하단의 저장을
누르고 창을 닫는다.

공공데이터 READY to START

153

• 전체 구성이 끝나면 이제 각 필드에 필요
한 개별 데이터를 입력한다.

1. 데이터블록 오른쪽의 네모 박스를 클릭
해 개별 데이터를 입력을 위한 팝업창을
띄운다.
2. 각 필드 맞는 데이터의 내용을 입력한다.
이미지는 로컬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미지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한다.
3. 연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하단의 저장 후 추가 버튼을 눌러 데이터 입력 작업을 계속한다.
4. 모든 설정이 끝나면 팝업 하단의 저장을 누르고 창을 닫는다.

• 데이터 입력이 끝난 데이터블록을 앱
화면에 배치한다.

1. 모든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면 데이터블록
박스를 드래그해서 스마트폰 화면 위로
끌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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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블록을 화면에 맞게 조정한다.

1. 오른쪽 도구상자 중 ‘화면 크기에 맞춤’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블록을 화면 크
기에 맞춘다.

• 데이터블록의 한 행(row)이 배치될 영역
의 크기를 조정한다. 입력한 각각의 데이
터필드는 설정한 행 안에서 자유롭게 배
치할 수 있다.

1. 데이터블록 우측 화살표를 클릭한다.
2. 화살표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로 데이터블록의 행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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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의 화면이 카드뷰 형식의 갤러리 형태를
갖추도록 작업을 수행한다.
• 데이터가 노출될 열(column)의

수를

설정하여 한 줄에 사진 3장이 노출되도
록 레이아웃을 설정한다.

1. 하단에 데이터필드가 없는 공간을 클릭
하여 전체 데이터블록이 선택된 상태로
만든다.
2. 저작 도구 우측에 있는 칼럼 수를 “3”이
라고 입력한다.
3. 뷰 스타일은 ‘카드’로 설정한다.

• 앱 화면에서 보이는 각각의 데이터의
크기를 조정 및 배치한다.

1. ‘이미지’ 필드를 클릭한다.
2. 상단 바의 양 옆 화살표 모양으로 생긴
‘화면 크기에 맞춤’ 버튼을 클릭해서
가로 길이를 화면에 꽉 채워지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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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의 화면에서 콘텐츠를 터치했을 때 이
동하는 상세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고급
옵션을 실행한다.

1. 데이터블록 영역을 클릭한다.
2. 저작 도구 우측의 상세화면 설정 메뉴를
클릭한다.
3. 클릭하면 상세화면 설정이라는 제목의
팝업창이 등장한다.

• 상세화면에서 이미지를 헤더 형태로
설정한다.
• 상세화면에서 요리이름을 부제로 설정
하여 이미지 헤더와 잘 어울리게 한다.

1. ‘이미지’를 ‘헤더 이미지’로 지정한다.
2. ‘요리이름’을 ‘부제’로 지정한다.
3.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누르고 창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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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저작도구 상단의 관리자 ➔ 메뉴 관리자
를 클릭한다.

•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메뉴 그룹 추가’를 클릭한다.
2. 메뉴 그룹 이름은 “솜씨자랑”으로 입력
한다.
3. 메뉴 타입은 ‘플로팅 메뉴’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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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메뉴 그룹을 생성한 후 ‘메뉴 추가’를
선택한다.
2. 메뉴 이름은 “로그인”으로 입력한다.
3. 우측 하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액션 설정은 ‘기능’을 클릭한다.
2. 기능 중 ‘로그인’을 클릭한다.
3. ‘저장’을 클릭한다.
4. 한 번 더 ‘저장’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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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메뉴 추가’를 선택한다.
2. 메뉴 이름은 “글쓰기”로 입력한다.
3. 우측 하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액션 설정은 ‘데이터블록’을 클릭한다.
2. 기능 중 ‘글쓰기’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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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Scene3

솜씨자랑’

데이터블록을

선택한다.

• 글쓰기 기능을 적용할 데이터블록을
선택한다.

1. ‘관리자만’을 선택한다.
2. ‘저장’을 클릭한다.
3. 한 번 더 ‘저장’을 클릭한다.
4. 창을 닫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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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우측 탭에서 메뉴 우측 화살표를 클릭한다.
2. 추가 된 ‘솜씨자랑’ 메뉴 그룹을 선택한다.

|| Scene4 제작 (3번탭, 추천레시피)

• 공공데이터 포털에 접속하여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검색한다.

1. 공공데이터 포털 (www.data.go.kr)에
접속한다.
2. 검색란에 “추천식단”을 입력해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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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활용할 데이터를
선택한다.

1. 페이지의 스크롤을 내린다.
2. ‘농촌진흥청 추천식단정보’를 클릭한다.

• 농촌진흥청 추천식단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농사로’홈페이지에 접속한다.

1. ‘상세정보’를 클릭한다.

공공데이터 READY to START

163

• 농촌진흥청 추천식단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농사로’홈페이지에 접속한다.

1. 식단별 식단구성 및 조리법 정보 서비스
➔ Link URL을 클릭한다.
2. 새로운 웹 페이지가 열린다.
(농사로 홈페이지)

•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회원가입절차를 진행한다.

1.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회원
가입 페이지로 이동한다.
2. 지시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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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활용을 신청한다

1.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다.
2. 사이트 하단의 공공 Date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 공공데이터 활용을 신청한다.

1. 공공Data신청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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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활용을 신청한다.

1. 농사로 OpenAPI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 공공데이터 활용을 신청한다.

1. OpenAPI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2. OpenAPI 신청을 위한 팝업이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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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활용을 신청한다.

1. 양식에 맞게 정보를 입력한다.
2. 개발구분은 기타를 선택한다.
3. 서비스 선택에서 추천식단에 체크한다.
4.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 공공데이터 활용을 신청한다.

1. 마이페이지로 이동한다.
2. 왼쪽 메뉴 리스트에서 OPENAPI를
선택한다.
3. 승인이 완료된 공공데이터의 상태를
열람할 수 있다.
(기관 및 회사명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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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도구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인증키를 획득한다.

1. 화면에 나온 인증키를 잘 복사해둔다.

• 데이터블록을 설정하기 위해 새로운
Scene으로 이동한다.
• 앞서 불러온 공공데이터의 오픈API를
저작도구에 적용한다.

1. Scene4로 이동한다.
2. 상단 메뉴의 데이터블록 ➔ 공공데이터
API 불러오기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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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추천 식단
정보 공공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을 수
행한다.

1. 공공데이터 API 불러오기 팝업창 상단의
검색 칸에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http://api.nongsaro.go.kr/service/
re c o m e n d D i e t / re c o m e n d D i e t List?apiKey=“저장해둔 인증키”&numOfRows=999
2. 입력이 끝나면 오른쪽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 키 Tag를 활용하여 불러온 공공데이터
와 연결된 상세데이터를 불러올 준비를
한다.

1. 11번‘CntntsNo’의 키 Tag에 체크를 한다.
2. 팝업 하단의 상세 정보 버튼을 클릭하
여 키Tag인 ‘CntntsNo’와 연결되어 있
는 상세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팝업창
을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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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Tag와 연결되어 있는 공공데이터의
상세데이터를 불러온다.

1. Load Open API 팝업창 상단의 검색
칸에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http://api.nongsaro.go.kr/service/
recomendDiet/recomendDietDtl?apiKey=20160720LIMFGPO3XD17AI8I5KMT3Q&cntntsNo=89492
2. 입력이 끝나면 오른쪽의 돋보기 아이콘
을 클릭한다.

• 저작 도구로 불러온 공공데이터를 본인
이 원하는 데이터 필드로 자유롭게 수정
할 수 있다.

1. 불러온 공공데이터 중 데이터블록으로 사
용할 필드에만 왼쪽의 사용에 체크하여
취사선택 한다. [3번, 4번, 14번, 31번, 37
번에 체크]
2. 14번은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필드를 ‘Image’로 선택한다.
3. 오른쪽의 데이터필드 이름에서는 데이터블록에서 사용할 필드명으로 값을 수정한다.
[3번 : 조리방법 / 4번 : 음식명 / 14번 : 이미지 / 31번 : 재료정보 / 37번 : 음식설명]
4. 모든 수정 작업이 끝나면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 데이터블록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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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구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필드를 생성한다.

1. 저작도구 좌측 하단에 필드 추가를 클릭
한다.
2. 필드 추가를 통해 2개의 데이터 필드를
더 생성한다.
3. 새로 생성한 데이터 필드에 “댓글”,
“별점”이라고 입력한다.
4. ‘댓글’ 데이터 필드를 ‘Comment’로 설
정하고, ‘별점’ 데이터 필드를 ‘Rating’
으로 설정한다.
5. 편집이 끝나면 하단의 ‘저장하기’ 버튼
을 눌러 데이터블록을 저장한다.

• 데이터블록의 이름을 수정한다.

1. 새로 생성된 ‘NEW DATA BLOCK’ 오른쪽
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해 데이터블
록 설정 팝업창을 띄운다.
2. 팝업 상단의 데이터블록 이름 칸에 “추천
레시피”라고 입력한다.
3. 모든 설정이 끝나면 팝업 하단의 저장을
누르고 창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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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입력이 끝난 데이터블록을 활용
하여 앱의 화면을 구성한다.

1. 모든 데이터블록 설정이 끝났으면 데이
터블록의 이름 위로 마우스를 올려 마우
스 커서가 이동 형태로 바뀐 것을 확인
한다.
2. 데이터블록 박스를 중앙의 화면 위로
드래그해서 끌어놓는다.

• 데이터 블록을 화면에 맞게 조정한다.

1. 오른쪽 도구상자 중 ‘화면 크기에 맞춤’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블록을 화면
크기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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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블록의 한 행(row)이 배치될 영역
의 크기를 조정한다. 입력한 각각의 데이
터필드는 설정한 행 안에서 자유롭게 배
치할 수 있다.

1. 데이터블록 우측 화살표를 클릭한다.
2. 화살표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로 데이터블록의 행을 조절한다.

• 앱의 화면이 카드뷰 형식의 갤러리 형태
를 갖추도록 작업을 수행한다.
• 데이터가 노출될 열(column)의 수를 설
정하여 한 줄에 사진 2장이 노출되도록
레이아웃을 설정한다.

1. 하단에 데이터필드가 없는 공간을 클릭하
여 전체 데이터블록이 선택된 상태로 만
든다.
2. 저작 도구 우측에 있는 칼럼 수를 “2”라
고 입력한다.
3. 뷰 스타일은 ‘카드’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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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화면에서 보이는 각각의 데이터의
크기를 조정 및 배치한다.

1. ‘이미지’ 필드를 앱 화면으로 드래그
한다.
2. 상단 바의 양 옆 화살표 모양으로 생긴
‘화면 크기에 맞춤’ 버튼을 클릭해서 가
로 길이를 화면에 꽉 채워지게끔 한다.

• 앱 화면에서 보이는 각각의 데이터의
크기를 조정 및 배치한다.

1. ‘음식명’ 필드를 선택하여 ‘이미지’필드
하단에 올려놓는다.
2. ‘음식명’ 필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맨 앞으로 보내기’를 선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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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데이터가 앱에서 보이는 색상
이나 폰트는 직접 편집해서 지정할 수
있다.

1. ‘음식명’ 데이터 필드를 선택한 상태에
서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 폰트 색상
은 흰색, 배경 색상은 분홍색, 투명도는
20%로 설정한다.

• 앱의 화면에서 콘텐츠를 터치했을 때
이동하는 상세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고급옵션을 실행한다.

1. 데이터블록 영역을 클릭한다.
2. 저작 도구 우측의 상세화면 설정 메뉴를
클릭한다.
3. 클릭하면 상세화면 설정이라는 제목의
팝업창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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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화면에서 이미지를 헤더 형태로 설
정한다.
• 상세화면에서 음식명을 타이틀로 설정하
여 이미지 헤더와 잘 어울리게 한다.

1. ‘음식명’을 ‘제목’로 지정한다.
2. ‘이미지’를 ‘헤더 이미지’로 지정한다.
3.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누른다.
4. 창을 닫는다.

• 로그인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
한다.

1. 저작도구 상단의 관리자 ➔ 메뉴 관리자
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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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
한다.

1. ‘메뉴 그룹 추가’를 클릭한다.
2. 메뉴 그룹 이름은 “추천레시피”로 입력
한다.
3. 메뉴 타입은 ‘기본 메뉴’로 설정한다.

• 로그인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
한다.

1. 메뉴 그룹을 생성한 후 ‘메뉴 추가’를 선
택한다.
2. 메뉴 이름은 “로그인”으로 입력한다.
3. 우측 하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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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
한다.

1. 액션 설정은 ‘기능’을 클릭한다.
2. 기능 중 ‘로그인’을 클릭한다.
3. ‘저장’을 클릭한다.
4. 한 번 더‘저장’을 클릭한다.
5. 창을 닫는다.

• 로그인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
한다.

1. 우측 탭에서 메뉴 우측 화살표를 클릭한다.
2. 추가 된 ‘추천레시피’ 메뉴 그룹을 선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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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업데이트 설정하기

• 앱 버전 업데이트를 위한 설정을 추가
한다.

1. 저작도구 상단의 ‘설정’을 클릭한다.
2. ‘Android’를 클릭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를 위한 설정을 추가
한다.

1. 기본 정보 중 버전 코드의 값을 “1 ➔ 2”
로 수정한다.
2. 수정 사항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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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앱으로 내보내기

• 완성된 앱을 빌드하여 apk파일을 생성
한다.

1. 상단 메뉴의 빌드 ➔ Android 프로젝트
빌드(또는 iOS 프로젝트 빌드하기)를 클릭
한다.
2. 상단의 안드로이드나 애플 아이콘 중 자
신의 모바일 기종에 맞는 아이콘을 클릭
해도 빌드 할 수 있다.

• 생성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앱을 생성
한다.

1. 스마트폰에서 QR코드 리더기 또는 스캐
너를 실행한다.

2. PC 모니터에 나타난 QR코드를 모바일
리더기로 읽어 들이면 앱을 다운로드 받
을 수 있는 URL 링크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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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된 앱은 저작 도구에서 빌드와 내보
내기 후에 다운받아 설치하면 스마트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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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뿌리깊은 먹거리’ 앱 만들어 보기
|| 실습 앱 소개
용도
한국 전통 먹거리 전용 쇼핑몰

데이터블록 구성
상품리스트 (직접 입력)
• 이미지: 상품사진
• 텍스트: 상품명, 가격, 원산지, 설명

전통음식 조리법 (공공데이터)
• 텍스트 : 카테고리, 음식 이름, 만드는 법

활용 공공데이터
전통식품 정보 서비스

|| 앱 정보 설정하기

• 앱 제작 작업을 위한 새 프로젝트를 생
성한다.

1. 상단의 프로젝트 ➔ 새 프로젝트를 클릭
하여 프로젝트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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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이름은 앱 이름이 아닌 웹 저작
도구 상에서 분류되는 파일명과 같은 개념
이다.

1. 프로젝트의 이름은 특수문자 및 대문자
를 제외한 영문자 및 숫자로 (6-20자)
로 입력한다.
2. 알맞은 이름을 입력한 후 저장을 눌러 프
로젝트를 생성한다.

• 프로젝트 생성 후 앱과 관련된 기본적인
프로필을 설정한다.

1. 앱의 기본적인 정보를 설정한다.
2. 설정을 위해 ‘설정’ 탭을 클릭한다.
3. ‘기본’탭을 클릭한다.
4. 앱 이름 – 시작 화면 – 앱 아이콘 스플래시 화면 순으로 설정한다.
5. 시작화면은 Scene1로 설정한다.
6. 앱 이름은 실제로 실행될 때 보이는 앱의
이름을 입력한다.
(본 실습에서는 “뿌리깊은 먹거리”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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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설정에 필요한 이미지는 바이
플러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1. 프로젝트 설정에 필요한 이미지를 다운
로드 받기 위해 바이플러그의 네이버 블
로그에 접속한다. > http://blog.naver.
com/biplug
2. 좌측 블로그 카테고리 중 BiPlug Edu.
➔ 앱 만들어보기_ 자료를 클릭한다.
3. 제목 [실습 앱 ④ 뿌리깊은 먹거리]로 올
라온 포스트를 클릭한다.
4.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후 압축 해제한다.

• 앱 아이콘으로 쓰일 이미지를 업로드 후
적용한다.

1. 아이콘의 빈 이미지 화면을 클릭한다.
2. 이미지 열기 팝업창이 뜨면 앞서 다운로
드 받은 이미지 중 ‘icon_뿌리깊은 먹거
리’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한다.

184 데이터로 꿈을 디자인하라

04 ‘뿌리깊은 먹거리’ 앱 만들어 보기

• 앱 실행 시 로딩 이미지로 쓰일 이미지를
저작 도구 저장소에 업로드한다.

1. 다음으로 스플래시 화면의 빈 이미지
화면을 클릭한다.
2. 이미지 업로드 팝업창이 뜨면 추가를
클릭한다.
3. 이미지 추가 팝업창이 뜨면 앞서 다운로
드 받은 이미지 중 ‘splash_뿌리깊은 먹
거리_2’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
한다.

• 저작 도구 저장소에 업로드 된 이미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1. 이미지 업로드 팝업창에 업로드 된 로딩
이미지를 클릭한다.
2.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미지가
살짝 어두워진다.
3. 그 상태에서 적용을 눌러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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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프로젝트 설정
저장한다.

1.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지금까지 작업
한 모든 프로젝트 설정을 저장한다.

|| 하위 페이지를 위한 탭 구조 잡기 (Scene1)

• 앱을 구성하는 화면의 개수만큼 각각의
Scene을 생성해주어야 한다.

1. 상단의 ‘화면’버튼을 누른다.
2. 상단의 ‘+ 화면 추가’ 버튼을 눌러
Scene을 추가할 수 있다.
3. 본 실습용 앱에서는 4개의 화면이 필
요하므로 ‘+ 화면추가’ 버튼을 눌러
Scene4까지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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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e1은 탭의 구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본 실습 앱은 ‘상품리스트’, ‘전통음식정보’,
‘주문 및 문의’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
한다.

1. Scene1로 이동한다.
2. Scene1의 탭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우측
탭 페이지를 클릭한다.
3. 이용

가능한

Scene3,

화면에서

Scene2,

Scene4를 각각 드래그해서

서브화면 박스 안으로 끌어온다.
4. Scene2는 첫 번째 탭, Scene3는 두 번째
탭, Scene4는 세 번째 탭으로 설정이 되게
된다.

• 각 Scene에 배치한 탭 페이지(카테고리)
의 이름을 설정한다.
• 본 실습 앱은 ‘상품리스트’, ‘전통음식정보’,
‘주문 및 문의’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
한다.

1. 우측 속성에서 Scene 1의 이름을 “뿌리
깊은 먹거리”로 입력한다.
2. 제목 색상은‘흰색’으로 지정한다.
3. 제목 배경 색상은 ‘주황색’으로 지정한다.
4. 기본 탭 제목 색상은‘흰색’으로 지정한다.
5. 선택된 탭 제목 색상은‘희색’으로 지정한다.
6. 탭 인디케이터 색상은‘흰색’으로 지정한다.
7. 탭 배경 색상은 ‘주황색’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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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Scene에 배치한 탭 페이지(카테고
리)의 이름을 설정한다.
• 본 실습 앱은 ‘상품리스트’, ‘전통음식정
보’, ‘주문 및 문의’ 3가지 카테고리로 구
성한다.

1. Scene2로 이동한다.
2. 우측 속성에서 Scene 2의 이름을 “상품리
스트”로 입력한다.
3. 제목 배경 색상을 ‘주황색’으로 지정한다.
4. 동일한 작업을 나머지 탭에도 반복 적용한다. Scene3에는 “전통음식정보”,
Scene4에는 “주문 및 문의”라고 입력한다.

|| Scene2 제작 (1번탭, 상품리스트)

• 2번 Scene, ‘상품리스트’ 콘텐츠를 만들
기 위해 데이터블록을 추가한다.

1. 저작 도구 좌측 데이터블록 ➔ + 생성
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데이터블
록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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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데이터 필드의 개수만큼 데이터
블록에 필드를 추가한다.

1. 새로 나타난 새로운 데이터블록을 클릭
한다.
2. 클릭하면 하단에 ‘필드 추가’ 버튼이 클
릭해서 원하는 데이터의 종류만큼 추가
한다.
(‘상품리스트’에는 총 7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 각 데이터에 맞는 이름을 설정한다.

1. 7종류의 데이터를 추가했으면 다음과 같
이 각 데이터에 맞는 이름을 입력한다.
2. 위의 이미지를 따라 각각의 필드명을 각
각 “상품명”, “상품이미지”, “가격”,
“원산지”, “설명”, “댓글”, “좋아요”로
순서대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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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데이터 필드의 이름을 입력하고 데이터
의 종류를 지정해 준다.

1. 필드명 왼쪽의 아이콘을 눌러 데이터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2. 텍스트 데이터를 제외하고 ‘상품이미지’
는 ‘Image’,‘댓글’은 ‘Comment’,‘좋
아요’는‘Like’로 각각 지정한다.
3. 편집이 끝나면 하단의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 데이터블록 구성에 대한 변경사항
을 저장한다.

• 데이터블록의 이름을 바꿔준다. 데이터
블록의 이름을 지정해 주면 여러 개의 데
이터블록을 사용할 때 구별하기가 편리
해진다.

1. ‘새 데이터블록’의 오른쪽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해 데이터블록 설정 팝업
창을 띄운다.
2. 데이터블록을 설정하는 팝업이 나타나
면, 팝업 상단에 있는 데이터블록 이름
칸에 “상품리스트”라고 입력한다.
3. 모든 설정이 끝나면 팝업 하단의 저장을
누르고 창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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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구성이 끝나면 이제 각 필드에 필요
한 개별 데이터를 입력한다.

1. 데이터블록 오른쪽의 네모 박스를 클릭
해 개별 데이터를 입력을 위한 팝업창을
띄운다.
2. 상단에 있는‘데이터 추가’탭을 클릭한다.
3. 각각의 데이터를 필드 별 특성에 맞춰 모두
입력한다.
4. 연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하단의 저장 후 추가 버튼을 눌러 데이터 입력 작업을 계속한다.
5. 모든 작업이 끝나면 저장을 누르고 창을 닫는다.

• 데이터 입력이 끝난 데이터블록을 앱
화면에 배치한다.

1. 모든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면 데이터
블록 박스를 드래그해서 스마트폰 화면
위로 끌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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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블록을 화면에 맞게 조정한다.

1. 오른쪽 도구상자 중 ‘화면 크기에 맞춤’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블록을 화면
크기에 맞춘다.

• 데이터블록의 한 행(row)이 배치될 영
역의 크기를 조정한다. 입력한 각각의
데이터필드는 설정한 행 안에서 자유롭
게 배치할 수 있다.

1. 데이터블록 우측 화살표를 클릭한다.
2. 화살표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로 데이터블록의 행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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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화면에서 보이는 각각의 데이터의 크
기를 조정 및 배치한다.

1. ‘상품이미지’ 필드를 앱 화면으로 드래
그 한다.
2. 상단 바의 양 옆 화살표 모양으로 생긴
‘화면 크기에 맞춤’ 버튼을 클릭해서 가
로 길이를 화면에 꽉 채워지게끔 한다.
3, 상품이미지 필드의 높이를 조절한다.
4. 다른 데이터 필드를 배치하기 위해 ‘상품
이미지’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한다.

• 앱 화면에서 보이는 각각의 데이터의 크
기를 조정 및 배치한다.

1. ‘원산지’ 필드는 상단 좌측에 배치한다.
2. ‘상품이미지’ 필드는 위에 ‘상품명’필드
를 위치시키고 그 아래 ‘설명’, ‘가격’, ‘
댓글’, ‘좋아요’ 필드를 배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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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데이터가 앱에서 보이는 색상이
나 폰트는 직접 편집해서 지정할 수 있다.

1. ‘원산지’ 필드의 텍스트 정렬은 ‘가운
데’, 폰트 색상은 ‘흰색’, 배경 색상은
‘하늘색’으로 지정한 후 투명도를 40%
로 설정한다.
2. ‘상품명’ 필드의 텍스트 정렬은 ‘기운
데’, 폰트 색상은 ‘흰색’, 배경 색상은 ‘
검정색’으로 지정한 후 투명도를 50%
로 설정한다.

• 앱의 화면이 카드뷰 형식의 갤러리 형태
를 갖추도록 작업을 수행한다.

1. 하단에 데이터필드가 없는 공간을 클릭
하여 전체 데이터블록이 선택된 상태로
만든다.
2. 뷰 스타일은 ‘카드’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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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의 화면에서 콘텐츠를 터치했을 때
이동하는 상세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고급옵션을 실행한다.

1. 데이터블록 영역을 클릭한다.
2. 저작 도구 우측의 상세화면 설정 메뉴
를 클릭한다.
3. 클릭하면 상세화면 설정이라는 제목의
팝업창이 등장한다.

• 상세화면에서 상품이미지를 헤더 형태
로 설정한다.
• 상세화면에서 상품명을 타이틀로 설정
하여 이미지 헤더와 잘 어울리게 한다.

1. ‘상품명’을 ‘제목’로 지정한다.
2. ‘상품이미지’를 ‘헤더 이미지’로 지정한다.
3.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상세화면 설정
을 완료한다.
4. 창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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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저작도구 상단의 관리자 ➔ 메뉴 관리자
를 클릭한다.

• 로그인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메뉴 그룹 추가’를 클릭한다.
2. 메뉴 그룹 이름은 “상품리스트”로 입력
한다.
3. 메뉴 타입은 ‘기본 메뉴’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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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메뉴 그룹을 생성한 후 ‘메뉴 추가’를
선택한다.
2. 메뉴 이름은 “로그인”으로 입력한다.
3. 우측 하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 로그인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액션 설정은 ‘기능’을 클릭한다.
2. 기능 중 ‘로그인’을 클릭한다.
3. ‘저장’을 클릭한다.
4. 한 번 더‘저장’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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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메뉴 추가’를 선택한다.
2. 메뉴 이름은 “설정”으로 입력한다.
3. 우측 하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 로그인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액션 설정은 ‘기능’을 클릭한다.
2. 기능 중 ‘설정 열기’를 클릭한다.
3. ‘저장’을 클릭한다.
4. 한 번 더‘저장’을 클릭하고 창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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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우측 탭에서 메뉴 우측 화살표를 클릭
한다.
2. 추가 된 ‘상품리스트’ 메뉴 그룹을 선택
한다.

|| 공공데이터 불러온 후 앱 화면 구성하기 (Scene3)

• 공공데이터포털에 접속해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한다.

1. 공공데이터포털
(http://www.data.go.kr)에 접속한다.
2. 로그인 후 메인화면이 뜨면 검색창에
“전통식품 정보”를 입력해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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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오픈API 데이터를
검색 후 선택한다.

1. 검색 결과가 뜨면 오픈API에 해당하는
검색 결과 중 원하는 데이터인 ‘한국
전통 식품정보’를 클릭한다.

•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오픈API 데이터
활용 신청을 한다.

1. 원하는 데이터인 ‘한국전통 식품정보’
의 상세 페이지가 뜨면 활용신청을 클릭
한다.
2. 해당 항목을 선택 후 하단의 신청을 눌러
데이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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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한 오픈API 데이터를 불러온다.

1.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클릭해 마이페이지
로 들어간다.
2. 오픈API ➔ 개발계정에서 자신이 요청
한 오픈API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다.
3. 해당하는 데이터 이름을 클릭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간다.

• 신청한 오픈API 데이터를 불러온다.

1. 원하는 데이터 종류를 선택 후 하단의
미리보기를 클릭한다.
(본 실습에서는 ‘전통식품 자유검색’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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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 결과를 확인하고 바이플러그
저작도구에서 사용하기 위해 URL을
복사한다.

1. 미리보기 창이 등장하면 화면 위 주소창
을 클릭해, 전체 URL을 복사한다.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불러온 공공데이터
의 오픈API를 저작도구에 적용한다.

1. Scene3 으로 이동한다.
2. 저작 도구 상단의 데이터블록 ➔ 공공
데이터 API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공공
데이터를 불러올 팝업을 노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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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불러온 공공데이터의 오픈API를
저작 도구에 적용한다.

1. 공공데이터 API 불러오기 팝업창이
뜨면 앞서 복사해 두었던 URL을 URL
창에 붙여넣기 한다.
2. 입력이 끝나면 URL 우측의 돋보기 아이콘
을 클릭한다.
3. 팝업창에 공공데이터의 내용이 표시된다.

• 저작 도구로 불러온 공공데이터를 본인
이 원하는 데이터 필드로 자유롭게 수정
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API 불러오기 팝업창에서 불
러온 공공데이터를 확인한다.
2. 불러온 공공데이터 중 데이터블록으로
사용할 필드에만 왼쪽의 사용에 체크하
여 취사선택 한다. [1번 ‘docNm’, 2번
‘transTxt’, 3번 ‘foodNm’에 체크]
3. 오른쪽의 데이터필드 이름에서는 데이터
블록에서 본인이 사용할 필드명으로 값
을 수정한다. [1번 : 카테고리 / 2번 : 조
리방법 / 3번 : 음식명]
4. 모든 수정 작업이 끝나면 생성하기 버튼
을 눌러 데이터블록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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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구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필드를 생성한다.

1. 저작도구 좌측 하단에 필드 추가를 클릭
한다.
2. 필드 추가를 통해 2개의 데이터 필드를
더 생성한다.

• 화면 구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필드를 생성한다.

1. 새로 생성한 데이터 필드에 “댓글”,
“별점”이라고 입력한다.
2. ‘댓글’ 데이터 필드를 ‘Comment’로 설
정하고, ‘별점’ 데이터 필드를 ‘Rating’
로 설정한다.
3. 편집이 끝나면 하단의 ‘저장하기’ 버튼
을 눌러 데이터블록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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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블록의 이름을 수정한다.

1. 새로 생성된 ‘NEW DATA BLOCK’ 오른
쪽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해 데이터
블록 설정 팝업창을 띄운다.
2. 팝업 상단의 데이터블록 이름 칸에
“전통음식정보”라고 입력한다.
3. 모든 설정이 끝나면 팝업 하단의 저장을
누르고 창을 닫는다.

• 데이터 입력이 끝난 데이터블록을 활용
하여 앱의 화면을 구성한다.

1. 모든 데이터블록 설정이 끝났으면 데이
터블록의 이름 위로 마우스를 올려 마우
스 커서가 이동 형태로 바뀐 것을 확인
한다.
2. 데이터블록 박스를 중앙의 화면 위로 드
래그해서 끌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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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을 화면에 맞게 조정한다.

1. 블록 형태로 변한 데이터블록을 앱 화면
에 드래그 한다.
2. 오른쪽 도구상자 중 ‘화면 크기에 맞춤’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블록을 화면 크
기에 맞춘다.

• 데이터블록의 한 행(row)이 배치될 영역
의 크기를 조정한다. 입력한 각각의 데
이터필드는 설정한 행 안에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

1. 데이터블록 우측 화살표를 클릭한다.
2. 화살표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로 데이터블록의 행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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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의 화면이 카드뷰 형식의 갤러리 형태를
갖추도록 작업을 수행한다.
• 데이터가 노출될 열(column)의 수를 설
정하여 한 줄에 사진 2장이 노출되도록
레이아웃을 설정한다.

1. 하단에 데이터필드가 없는 공간을 클릭
하여 전체 데이터블록이 선택된 상태로
만든다.
2. 저작 도구 우측에 있는 칼럼 수를 “2”이
라고 입력한다.
3. 뷰 스타일은 ‘카드’로 설정한다.

• 앱 화면에서 보이는 각각의 데이터의 크
기를 조정 및 배치한다.

1. ‘음식명’데이터필드를 앱 화면에 드래그
한다.
2. 오른쪽 도구상자 중 ‘화면 크기에 맞춤’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블록을 화면 크
기에 맞춘다.
3. ‘음식명’데이터 필드를 선택한 상태에
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맨 뒤로 보내기’
를 클릭한다.
4. ‘음식명’데이터 필드의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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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데이터가 앱에서 보이는 색상이
나 폰트는 직접 편집해서 지정할 수 있다.

1. ‘카테고리’데이터 필드를 앱 화면에 드
래그 한다.
2. 오른쪽 도구상자 중 ‘화면 크기에 맞춤’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블록을 화면 크
기에 맞춘다.
3. ‘카테고리’데이터 필드의 높이를 위 그림
과 같이 조절해 준다.
4. ‘카테고리’데이터 필드의 텍스트 정렬
은 ‘가운데’, 폰트 색상은 ‘흰색’, 배경
색상은 ‘하늘색’으로 설정한 후 투명도
를 40%로 선택한다.

• 앱의 화면에서 콘텐츠를 터치했을 때 이
동하는 상세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고급
옵션을 실행한다.

1. 데이터블록 영역을 클릭한다.
2. 저작 도구 우측의 상세화면 설정 메뉴
를 클릭한다.
3. 클릭하면 상세화면 설정이라는 제목의
팝업창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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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화면에서 요리이름을 부제로 설정
한다.

1. ‘음식명’을 ‘제목’으로 지정한다.
2.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누르고 창을 닫아
준다.

• 로그인, 검색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저작도구 상단의 관리자 ➔ 메뉴 관리자
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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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검색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메뉴 그룹 추가’를 클릭한다.
2. 메뉴 그룹 이름은 “전통음식정보”로
입력한다.
3. 메뉴 타입은 ‘기본 메뉴’로 설정한다.

• 로그인, 검색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메뉴 그룹을 생성한 후 ‘메뉴 추가’를
선택한다.
2. 메뉴 이름은 “로그인”으로 입력한다.
3. 우측 하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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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검색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액션 설정은 ‘기능’을 클릭한다.
2. 기능 중 ‘로그인’을 클릭한다.
3. ‘저장’을 클릭한다.
4. 한 번 더‘저장’을 클릭한다.

• 로그인, 검색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메뉴 추가’를 선택한다.
2. 메뉴 이름은 “검색”으로 입력한다.
3. 우측 하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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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검색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액션 설정은 ‘기능’을 클릭한다.
2. 기능 중 ‘데이터 검색’을 클릭한다.

• 로그인, 검색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전통음식정보(Scene3)’ 데이터블록
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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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검색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전통음식정보’ 데이터 필드 중에서
‘음식명’데이터 필드를 클릭한다.
2. 하단의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변경사항
을 저장한다.
3. 한 번 더‘저장’버튼을 누르고, 창을 닫아
준다.

• 로그인, 검색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우측 탭에서 메뉴 우측 화살표를 클릭한다.
2. 추가 된 ‘전통음식정보’ 메뉴 그룹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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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및 문의 페이지 구성하기 (Scene4)

• 마지막 페이지인 Scene4에서는 UI 블록
에 있는 라벨, 이미지 등을 활용해 주문
및 문의를 하는 페이지로 구성한다.

1. Scene4로 이동한다.
2. 저작 도구 우측 UI 블록 ➔ 이미지 아이
콘을 중앙의 앱 화면 중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 하여 올려놓는다.
3. 위치를 지정했으면 ‘화면 크기에 맞춤’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에 꽉 차게 배치한다.

• 앱 화면에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 및
배치한다.

1. 저작도구 우측의 속성 ➔ 이미지 버튼을
클릭한다.
2. 이미지 업로드 팝업창이 등장하면 추가
를 클릭한다.
3. 다운로드 받은 ‘배경’ 이미지를 선택 후
열기를 클릭한다.
4. 업로드 팝업창에 이미지가 올라가면
‘배경’ 이미지를 클릭 후 적용을 눌러 설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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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페이지인 Scene4에서는 UI 블록
에 있는 라벨, 이미지 등을 활용해 주문
및 문의를 하는 페이지로 구성한다.

1. 저작 도구 우측 UI 블록 ➔ 이미지 아이콘
을 중앙의 앱 화면에 드래그 하여 올려
놓는다.
2. 저작도구 우측의 속성에서 X : 35, Y :
80 / 너비 : 10, 높이 : 40으로 지정
한다.

• 앱 화면에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 및 배
치한다.

1. 저작도구 우측의 속성 ➔ 이미지 버튼을
클릭한다.
2. 이미지 업로드 팝업창이 등장하면 추가
를 클릭한다.
2. 다운로드 받은 ‘주황색 라인’ 이미지를
선택 후 열기를 클릭한다.
3. 업로드 팝업창에 이미지가 올라가면
‘주황색 라인’ 이미지를 클릭 후 적용을
눌러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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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페이지인 Scene4에서는 UI 블록
에 있는 라벨, 이미지 등을 활용해 주문
및 문의를 하는 페이지로 구성한다.

1. 저작 도구 우측 UI 블록 -> 라벨 아이콘
을 중앙의 앱 화면에 드래그 하여 올려놓
는다.
2. 저작도구 우측 속성에서 텍스트 칸에
‘상호명’을 입력한다.
3. 저작도구 우측의 속성에서 X : 75, Y :
80 / 너비 : 260, 높이 : 40으로 지
정한다.
4. 텍스트 정렬은 ‘왼쪽’으로 설정한다.

• 마지막 페이지인 Scene4에서는 UI 블록
에 있는 라벨, 이미지 등을 활용해 주문
및 문의를 하는 페이지로 구성한다.

1. 저작 도구 우측 UI 블록 ➔ 이미지 아이
콘을 중앙의 앱 화면에 드래그 하여 올려
놓는다.
2. 저작도구 우측의 속성에서 X : 20, Y :
140 / 너비 : 40, 높이 : 40으로 지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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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화면에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 및
배치한다.

1. 저작도구 우측의 속성 ➔ 이미지 버튼을
클릭한다.
2. 이미지 업로드 팝업창이 등장하면 추가
를 클릭한다.
3. 다운로드 받은 ‘연락처 아이콘’ 이미지
를 선택 후 열기를 클릭한다.
4. 업로드 팝업창에 이미지가 올라가면
‘연락처 아이콘’ 이미지를 클릭 후 적용
을 눌러 설정한다.

• 마지막 페이지인 Scene4에서는 UI 블록
에 있는 라벨, 이미지 등을 활용해 주문
및 문의를 하는 페이지로 구성한다.

1. 저작 도구 우측 UI 블록 ➔ 라벨 아이콘
을 중앙의 앱 화면에 드래그 하여 올려놓
는다.
2. 저작도구 우측 속성에서 텍스트 칸에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3. 저작도구 우측의 속성에서 X : 70, Y :
140 / 너비 : 260, 높이 : 40으로 지
정한다.
4. 텍스트 정렬은 ‘왼쪽’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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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화면에서 누르면 바로 통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버튼 기능을 설정한다.

1. ‘연락처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에서 ‘액
션’버튼을 클릭한다.

• 앱 화면에서 누르면 바로 통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버튼 기능을 설정한다.

1. ‘기능’ 중에서 ‘전화걸기’ 기능을 선택한
후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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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페이지인 Scene4에서는 UI 블록
에 있는 라벨, 이미지 등을 활용해 주문
및 문의를 하는 페이지로 구성한다.

1. 나머지 이미지와 라벨도 알맞은 위치에
배치한다.
2. ‘이메일 아이콘’은 X : 20, Y : 200 / 너비
: 40, 높이 : 40으로 지정한다.
3. ‘이메일’라벨은 X : 70, Y : 200 / 너비 : 260, 높이 : 40으로 지정하고 텍스트 정렬은 ‘왼쪽’으로 설정한다.
4. ‘영업시간 아이콘’은 X : 20, Y : 260 / 너비 : 40, 높이 : 40으로 지정한다.
5. ‘영업시간’라벨은 X : 70, Y : 260 / 너비 : 260, 높이 : 40으로 지정하고 텍스트 정렬은 ‘왼쪽’으로 설정한다.
6. ‘지도 아이콘’은 X : 20, Y : 320 / 너비 : 40, 높이 : 40으로 지정한다.
7. ‘지도’라벨은 X : 70, Y : 320 / 너비 : 260, 높이 : 40으로 지정하고 텍스트 정렬은 ‘왼쪽’으로 설정한다.

• 마지막으로 회사의 주소를 하단에 지도로
추가한다.

1. 저작 도구 우측 UI 블록 ➔ 지도 아이콘
을 중앙의 앱 화면에 드래그 하여 올려
놓는다.
2. ‘지도’는 X : 20, Y : 375 / 너비 : 310,
높이 : 200으로 지정한다.
3. 속성에서 위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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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회사의 주소를 하단에 지도로
추가한다.

1. 위치 검색 팝업창에 회사 주소를 입력하고
‘선택하기’를 클릭한다.

• 로그인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
한다.

1. 저작도구 상단의 관리자 ➔ 메뉴 관리자
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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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
한다.

1. ‘메뉴 그룹 추가’를 클릭한다.
2. 메뉴 그룹 이름은 “주문 및 문의”로
입력한다.
3. 메뉴 타입은 ‘기본 메뉴’로 설정한다.

• 로그인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
한다.

1. 메뉴 그룹을 생성한 후 ‘메뉴 추가’를
선택한다.
2. 메뉴 이름은 “로그인”으로 입력한다.
3. 우측 하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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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
한다.

1. 액션 설정은 ‘기능’을 클릭한다.
2. 기능 중 ‘로그인’을 클릭한다.
3. ‘저장’을 클릭한다.
4. 한 번 더‘저장’버튼을 누르고 창을 닫는다.

• 로그인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
한다.

1. 우측 탭에서 메뉴 우측 화살표를 클릭한다.
2. 추가 된 ‘주문 및 문의’ 메뉴 그룹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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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업데이트 설정하기

• 앱 버전 업데이트를 위한 설정을 추가
한다.

1. 저작도구 상단의 ‘프로젝트 설정’을
클릭한다.
2. 좌측에 안드로이드 로봇 아이콘을
클릭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를 위한 설정을 추가
한다.

1. 기본 정보 중 버전 코드의 값을 “1 ➔ 2”
로 수정한다.
2. 수정 사항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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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에서 모바일 앱으로 내보내기

• 완성된 앱을 빌드하여 apk파일을 생성
한다.

1. 상단 메뉴의 빌드➔ Android 프로젝트
빌드(또는 iOS 프로젝트 빌드하기)를 클릭
한다.
2. 상단의 안드로이드나 애플 아이콘 중 자
신의 모바일 기종에 맞는 아이콘을 클릭
해도 빌드 할 수 있다.

• 생성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앱을 생성
한다.

1. 스마트폰에서 QR코드 리더기 또는 스캐
너를 실행한다.
2. PC 모니터에 나타난 QR코드를 모바일
리더기로 읽어 들이면 앱을 다운로드 받
을 수 있는 URL 링크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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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된 앱은 저작 도구에서 빌드와 내보
내기 후에 다운받아 설치하면 스마트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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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차가 필요해’ 앱 만들어 보기
|| 실습 앱 소개
용도
주차장 정보 제공 (경기도 수원시 주차장 목록 데이터 활용)

데이터블록 구성
주차장정보
• 주소: 지도상에 표시할 주차장의 위치정보
• 텍스트: 주차장명, 요금정보, 특이사항, 추가시간단위, 추가단위요금

활용 공공데이터
경기도 수원시 주차장 정보

|| 앱 정보 설정하기

• 앱 제작 작업을 위한 새 프로젝트를 생성
한다.

1. 화면 중앙에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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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이름은 앱 이름이 아닌 웹 저
작 도구 상에서 분류되는 파일명과 같은
개념이다

1. 프로젝트의 이름은 특수문자 및 대문자
를 제외한 영문자 및 숫자로 (6-20자)로
입력한다.
2. 알맞은 이름을 입력한 후 저장을 눌러 프
로젝트를 생성한다.

• 프로젝트 생성 후 앱과 관련된 기본적인
프로필을 설정한다.

1. 앱의 기본적인 정보를 설정한다.
2. 설정을 위해 ‘설정’ 탭을 클릭한다.
3. ‘기본’탭을 클릭한다.
4. 앱 이름 – 시작 화면 – 앱 아이콘 스플래시 화면 순으로 설정한다.
5. 시작화면은 Scene1로 설정한다.
6. 앱 이름은 실제로 실행될 때 보이는 앱의
이름을 입력한다.
(본 실습에서는 “주차가 필요해”로 입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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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설정에 필요한 이미지는 바이
플러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1. 프로젝트 설정에 필요한 이미지를 다운
로드 받기 위해 바이플러그의 네이버 블
로그에 접속한다. ➔ http://blog.naver.com/biplug
2. 좌측 블로그 카테고리 중 BiPlug Edu.
➔ 앱 만들어보기_자료를 클릭한다.
3. 제목 [실습 앱 ⑤ 주차가 필요해]로 올라
온 포스트를 클릭한다.
4.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후 압축 해제한다.

• 앱 아이콘으로 쓰일 이미지를 업로드 후
적용한다.

1. 아이콘의 빈 이미지 화면을 클릭한다.
2. 이미지 열기 팝업창이 뜨면 앞서 다운로
드 받은 이미지 중 ‘icon_주차가필요해’
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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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실행 시 로딩 이미지로 쓰일 이미지를
저작 도구 저장소에 업로드한다.

1. 다음으로 스플래시 화면의 빈 이미지
화면을 클릭한다.
2. 이미지 업로드 팝업창이 뜨면 추가를
클릭한다.
3. 이미지 추가 팝업창이 뜨면 앞서 다운로
드 받은 이미지 중 ‘splash_주차가필요
해_2’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
한다.

• 저작 도구 저장소에 업로드 된 이미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1. 이미지 업로드 팝업창에 업로드 된 로딩
이미지를 클릭한다.
2.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미지가 살
짝 어두워진다.
3. 그 상태에서 적용을 눌러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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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프로젝트 설정
저장한다.

1.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지금까지 작업
한 모든 프로젝트 설정을 저장한다.

|| 공공데이터 활용 신청하기

• 공공데이터포털에 접속해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한다.

1.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에 접속
한다.
2. 로그인 후 메인화면이 뜨면 검색창에
“주차장 수원” 혹은 “수원 주차장”이
라고 입력해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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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오픈API 데이터를
검색 후 선택한다.

1. 검색 결과가 뜨면 오픈API에 해당하는
검색 결과 페이지의 스크롤을 내린다.
2. ‘경기도 수원시 주차장정보’를 클릭한다

•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오픈API 데이터
활용 신청을 한다.

1. 원하는 데이터인 ‘경기도 수원시 주차장
정보’의 상세 페이지가 뜨면 활용신청을
클릭하면 개발계정 신청 페이지로 이동
한다.
2. 활용정보의 활용목적에서 ‘앱개발 (모바일,솔루션등)’을 체크한다.
3. 상세기능 정보에서 ‘경기도 수원시 주차장목록’을 체크 한다.
4. 하단의 신청을 눌러 데이터를 요청한다.
5. 자동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승인이 완료 된다.

공공데이터 READY to START

231

• 공공데이터포털의 마이페이지로 이동
하여 저작도구에서 공공데이터를 불러
올 수 있도록 URL을 생성한다.

1.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클
릭해 마이페이지로 들어간다.
2. 오른쪽 리스트에서 승인이 완료된 ‘경기도
수원시 주차장목록’을 클릭한다.

• 공공데이터포털의 마이페이지로 이동하
여 저작도구에서 공공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도록 URL을 생성한다.

1. 스크롤을 내려 ‘경기도 수원시 주차장목
록’의 ‘상세기능정보 ➔ 미리보기 다운로
드’의 ‘실행’을 클릭한 후 하단의 ‘미리
보기’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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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 결과를 확인하고 바이플러그
저작 도구에서 사용하기 위해 URL을 복사
한다.

1. 미리보기 창이 등장하면 화면 위 주소창
을 클릭해, 전체 URL을 복사한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블록 만들기

•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데이
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블록을 생성한다.

1. 화면 탭을 클릭해 Scene1로 이동한다.
2. 저작 도구 상단의 데이터블록 ➔ 공공
데이터 API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공공
데이터를 불러올 팝업을 노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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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불러온 공공데이터의 오픈API를
저작 도구에 적용한다.

1. 공공데이터 API 불러오기 팝업창이 뜨
면 앞서 복사해 두었던 URL을 URL창에
붙여넣기 한다.
2. 입력이 끝나면 URL 우측의 돋보기 아이콘
을 클릭한다.
3. 팝업창에 공공데이터의 내용이 표시된다.

• 공공데이터를 저작 도구에서 사용할
데이터블록 형태로 가공한다.

1. 데이터블록으로 사용할 필드에만 사용에
체크를 한다. 			
[1번, 3번, 4번, 9번, 10번, 14번, 15번, 16번,
17번, 21번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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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를 저작 도구에서 사용할
데이터블록 형태로 가공한다.

1. 오른쪽의 제목 에서는 데이터블록에서
사용할 필드명으로 값을 수정한다.
[1번 : 결제방법 / 3번 : 특이사항 / 4번 :
기본시간 / 9번 : 무료/유료 / 10번 : 주
소 / 14번 : 운영요일 / 15번 : 추가단위
요금 / 16번 : 추가단위시간 / 17번 : 기본
요금 / 21번 : 주차장명]
2. 10번은 정확한 주소를 불러들일 수
있어야 하므로 데이터 필드 타입을
‘Address’로 설정한다.
3. 모든 수정 작업이 끝나면 생성하기 버튼
을 눌러 데이터블록을 생성한다.

• 데이터블록의 이름을 수정한다.

1. 새로 생성된 ‘NEW DATA BLOCK’ 오른쪽
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해 데이터블
록 설정 팝업창을 띄운다.
2. 팝업 상단의 데이터블록 이름 칸에
“주차장 정보”라고 입력한다.
3. 모든 설정이 끝나면 팝업 하단의 저장을
누르고 창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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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구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필드를 생성한다.

1. 저작도구 좌측 하단에 필드 추가를 클릭
한다.
2. 필드 추가를 통해 2개의 데이터 필드를
더 생성한다.

• 화면 구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필드를 생성한다.

1. 새로 생성한 데이터 필드에 “댓글”,
“좋아요”라고 입력한다.
2. ‘댓글’ 데이터 필드를 ‘Comment’로
설정하고,

‘좋아요’

데이터

필드를

‘Like’로 설정한다.
3. 편집이 끝나면 하단의 ‘저장하기’ 버튼
을 눌러 데이터블록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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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입력이 끝난 데이터블록을 앱
화면에 배치한다.

1. 모든 데이터블록 설정이 끝났으면 데이
터블록의 이름 위로 마우스를 올려 마우
스 커서가 이동 형태로 바뀐 것을 확인한다.
2. 데이터블록 박스를 중앙의 화면 위로
드래그해서 끌어놓는다.

• 블록을 화면에 맞게 조정한다.

1. 블록 형태로 변한 데이터블록을 앱 화면
에 드래그 한다.
2. 오른쪽 도구상자 중 ‘화면 크기에 맞춤’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블록을 화면 크
기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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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의 내용을 지도상에 표시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1. 데이터블록을 클릭하여 선택한다.
2. 저작도구 우측의 지도설정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한다.
3. 위치 데이터 필드를 지정한다.
(‘주소’ 필드를 선택한다.)
4. 제목 데이터 필드를 지정한다.
(‘주차장명’ 필드를 선택한다.)

•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이 실재 앱에 구현
된 모습이다.
• 저작도구에서 위치 데이터 필드에 등
록했던 데이터 필드(주소)가 지도상에서
marker 형태로 표시된다.
• 저작도구에서 제목 데이터 필드에 등록
했던 데이터 필드가 지도상에 해당 위치
의

제목 형태로 노출된다.

• marker를 터치하면 각 주차장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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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블록과 지도를 화면에 맞춰 적절
하게 조정한다.

1. 지도 영역을 조절할 수 있는 좌측 화살표를
클릭하여 지도 영역의 크기를 조정한다.
2. 우측 화살표를 클릭하여 데이터블록
의 한 행(row)이 배치될 영역의 크기를
조정한다.

• 데이터블록은 원하는 카테고리만 선택,
지정하여 화면에서 노출시킬 수 있다.

1. ‘주차장명’데이터필드를 앱 화면에 드래
그 한다.
2. 오른쪽 도구상자 중 ‘높이에 맞춤’버튼
을 클릭하여 주차장명 데이터필드 높이
를 조절 한다.
3. 주차장명 데이터필드의 넓이를 위 그림과
같이 적절하게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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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데이터가 앱에서 보이는 색상
이나 폰트는 직접 편집해서 지정할 수
있다.

1. ‘주차장명’

데이터

필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 폰트
색상은 흰색, 배경 색상은 파란색으로
설정한다.

• 데이터블록은 원하는 카테고리만 선택,
지정하여 화면에서 노출시킬 수 있다.

1. ‘댓글’데이터 필드를 스마트폰 화면 위에
배치한다.
2. 오른쪽 도구상자 중 ‘높이에 맞춤’버튼
을 클릭하여 댓글 데이터필드 높이를 조
절 한다.
3. 댓글 데이터필드의 넓이를 위 그림과 같이
적절하게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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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데이터가 앱에서 보이는 색상
이나 폰트는 직접 편집해서 지정할 수
있다.

1. ‘댓글’ 데이터 필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 폰트 색상
을 파란색, 아이콘 색상도 파란색으로
설정한다.

• 데이터블록은 원하는 카테고리만 선택,
지정하여 화면에서 노출시킬 수 있다.

1. ‘좋아요’데이터 필드를 스마트폰 화면
위에 배치한다.
2. 오른쪽 도구상자 중 ‘높이에 맞춤’버튼
을 클릭하여 좋아요 데이터필드 높이를
조절 한다.
3. 좋아요 데이터필드의 넓이를 위 그림과
같이 적절하게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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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데이터가 앱에서 보이는 색상
이나 폰트는 직접 편집해서 지정할 수
있다.

1. ‘좋아요’ 데이터 필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 폰트 색상을
파란색으로 설정하고, 기본 아이콘 색상
과 좋아요 아이콘 색상은 기본 설정으로
유지한다.

• Scene1을 구성한다.

1. 앱화면 바깥을 클릭하여 Scene 설정 메
뉴가 나오도록 한다.
2. 저작도구 우측 속성에서 해당 Scene의
이름을 “주차가 필요해”로 입력한다.
3. 제목 배경 색상을 ‘파란색’으로 설정하여
앱의 상단바 색상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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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화면 설정을 활용하여 앱의 상세화
면에서 데이터가 노출되는 순서를 정한다.

1. 데이터블록 전체 영역을 클릭하여 선택
한다.
2. 데이터블록을 선택한 상태에서 저작도구
우측의 상세화면 설정을 클릭한다.
3. 클릭하면 상세화면 설정이라는 제목의
팝업창이 등장한다.

• 상세화면 설정을 활용하여 앱의 상세화면
에서 데이터가 노출되는 순서를 정한다.

1. 왼쪽에 점자 모양의 아이콘 위에 마우스
를 갖다 대면 마우스의 모양이 화살표로
변화한다. 이 화살표를 끌어서 드래그하
면 앱의 상세화면에서 노출되는 각각의
데이터 필드의 순서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순서로 데이터 필드의 순서
를 지정한다.
- 주차장명, 운영요일, 무료/유료, 결제방
법, 기본시간, 기본요금, 추가단위시간,
추가단위요금, 특이사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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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화면 설정을 활용하여 상세화면의
타이틀로 노출시킬 데이터 필드를 지정
한다.

1. ‘주차장명’을 ‘제목’으로 수정한다.
2.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누르고 창을 닫아
준다.

•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저작도구 상단의 관리자 ➔ 메뉴 관리
자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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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
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
가한다.

1. ‘메뉴 그룹 추가’를 클릭한다.
2. 메뉴 그룹 이름은 “주차가 필요해”로
입력한다.
3. 메뉴 타입은 ‘슬라이드 메뉴’로 설정
한다.

•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
한다.

1. 메뉴 그룹을 생성한 후 ‘메뉴 추가’를
선택한다.
2. 메뉴 이름은 “로그인”으로 입력한다.
3. 우측 하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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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액션 설정은 ‘기능’을 클릭한다.
2. 기능 중 ‘로그인’을 클릭한다.
3. ‘저장’을 클릭한다.
4. 한 번 더 ‘저장’을 클릭한다.

•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메뉴 추가’를 선택한다.
2. 메뉴 이름은 “주차장 등록”으로 입력한다.
3. 우측 하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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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액션 설정은 ‘데이터블록’을 클릭한다.
2. 기능 중 ‘글쓰기’를 클릭한다.

• 글쓰기 기능을 적용할 데이터블록을
선택한다.

1. ‘주차장 정보(Scene1)’ 데이터블록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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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 기능 설정의 권한을 정한다.

1. ‘관리자만’데이터블록을 선택한다.
2. ‘저장’을 클릭한다.
3. 한 번 더 ‘저장’을 클릭한다.

•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메뉴 추가’를 선택한다.
2. 메뉴 이름은 “설정”으로 입력한다.
3. 우측 하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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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액션 설정은 ‘기능’을 클릭한다.
2. 기능 중 ‘설정 열기’를 클릭한다.
3. ‘저장’을 클릭한다.
4. 한 번 더 ‘저장’을 클릭한다.
5. 창을 닫아준다.

• 로그인, 글쓰기 기능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 설정을 위해 메뉴를
추가한다.

1. 우측 탭에서 메뉴 우측 화살표를 클릭한다.
2. 추가 된 ‘주차가 필요해’ 메뉴 그룹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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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업데이트 설정하기

• 앱 버전 업데이트를 위한 설정을 추가
한다.

1. 저작도구 상단의 ‘설정’을 클릭한다.
2. ‘Android’를 클릭한다.

• 앱 버전 업데이트를 위한 설정을 추가
한다.

1. 기본 정보 중 버전 코드의 값을 “1 ➔ 2”
로 수정한다.
2. 수정 사항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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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앱으로 내보내기

• 완성된 앱을 빌드하여 apk파일을 생성
한다.

1. 상단 메뉴의 빌드 ➔ Android 프로젝트
빌드(또는 iOS 프로젝트 빌드하기)를
클릭한다.
2. 상단의 안드로이드나 애플 아이콘 중 자
신의 모바일 기종에 맞는 아이콘을 클릭
해도 빌드 할 수 있다.

• 생성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앱을 생성
한다.

1. 스마트폰에서 QR코드 리더기 또는 스캐
너를 실행한다.
2. PC 모니터에 나타난 QR코드를 모바일
리더기로 읽어 들이면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 링크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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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된 앱은 저작 도구에서 빌드와 내보
내기 후에 다운받아 설치하면 스마트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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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공데이터 활용 분석.시각화 실습
데이터 시각화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시각화 솔루션 “DAISY” 실습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면서 시각
화에 대해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분석툴 ‘R’ 실습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데
이터 분석을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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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인가
|| 데이터 분석의 의의
데이터분석은 분석의 대상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찾아 이
를 업무와 시스템에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즈니스에서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경영현장에서 발생
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통계, 기계학습, 딮러닝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발견, 데이터 수집과 가공, 데이터분석 및 액션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문제의 발견

데이터 수집 & 가공

분석 & 결과 평가

업무반영

데이터 현황 파악
기업문제파악

개인정보보호 검토

분석수행

문제에 대한 정의

수집방안 검토

주요발견과 결과 공유

데이터분석문제전환

활용타당성 검토

시각화 강화

운영시스템등 반영

데이터 전처리
활용을 위한 품질점검

EMC 가이드(2012)에 의하면 빅데이터는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주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즉 데이터분석을 통해 신규사업기회 예측, 사업 위험요인 발견, 운영의 최적화 추구
및 법과 규정에 대한 순응의 4가지가 가능하다. 빅데이터 분석은 이러한 문제점을 추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그동안 어려웠던 여러 가지 방
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점

사

례

새로운 사업기회 예측

고가판매전략, 끼워팔기 전략, 새로운 고객 예측

사업의 위험요인 발견

이탈 고객층 발견, 사기, 오류

회사 운영의 최적화

판매, 가격, 수익, 효율성 등의 분야

법 또는 규정에 순응

돈세탁 관련 법규 적용,

[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점과 빅데이터 분석 적용 사례 ]
출처: EMC, Data Science and BigData Analytics Guid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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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분석의 개관
데이터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방법론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통해 문제해결의 도움을 받기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처리가 필
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답을 데이터에서 찾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
문에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또 지혜도출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배나 비행기가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항로를 따르는 것처럼 데이터분석과정에서 범할 수 있
는 장애물을 피하고, 또 분석자가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를 통
해 옳지 않은 것을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 또는 적용하는 경우나(사실이 아닌 것을 학습하는 경
우), ‘사실이지만 유용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데이터분석활동은 가설검증, 모형 . 프로파일링 . 예측, 그리고 루프방법론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 가설검증
데이터를 조직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가설검증의 목적은 사전에 인
지한 아이디어들을 유지할지 또는 기각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분석자는 주로 두 가지 접근
법들 사이를 오가면서 작업한다. 첫째는, 관찰된 행위에 대한 가능한 설명을 생각하고(종종 전문가들
의 도움을 받는다),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가설을 수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통해서 검
증할 가설을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가설의 생성과 가설검증의 두 가지 활동이 필요하다.
◊ 모형.프로파일링.예측
가설검정은 유용한 것이지만 부족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형을 만들
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예측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론으로 쓰인다. 즉 데이터분석을 통해 모형을 만
들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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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들의 역할 : 입력물을 출력물로 생산 ]
<자료> 김종우, 김선태 공역(2009), 경영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한경사, p. 67

모형들은 입력의 집합을 받아들여 출력을 생산한다. 모형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데이터를 모형집합
(model set)이라 한다. 모형들이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될 때, 이를 스코어 집합(score set)이라고 부
른다.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집합이 사용된다.
․ 훈련집합(training set) : 모형의 집합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됨
․ 검증집합(validation set) : 그 중 좋은 모형을 찾는데 사용됨
․ 테스트집합(test set) : 사전에 알지 못했던 데이터에 대하여 모형이 어떤 성능을 내는지를 결정하
기 위해 사용됨.

데이터분석의 기법들은 설명적 프로파일링, 방향성 프로파일링, 예측의 세 가지 작업을 위해 모형을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셋에 대한 구별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 설명적 모형들은 데
이터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설명하는데 쓰인다. 그 출력은 하나 이상의 도표, 숫자, 또는 그래프로 일
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한다.

가설검증은 자주 설명적 모형들을 생성한다. 반면 방향성 프로파일링(directed profiling)과 예측
(prediction)은 둘 다 모형이 만들어질 때 목표를 염두에 두게 된다. 프로파일링의 목표가 입력과 같
은 시간 프레임에 있다면, 예측은 한 기간에서의 데이터 패턴들을 찾아내어 나중에 나오게 될 결과들
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파일링과 예측의 차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모형화 방법론, 특히
모형집합을 생성할 때 시간의 취급에서 유의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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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프 방법론

[ 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관리의 절차 ]
<자료> 김종우, 김선태 공역(2009), 경영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Michael J. A. Berry, Gordon S. Linoff, 한경사, p. 71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터분석 과정들은 일직선보다는 중첩된 루프들의 집합에 가깝다. 이러한
단계들은 일반적인 순서를 가지기는 하지만, 하나의 단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
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후반의 단계들에서 학습한 것들을 바탕으로 초반의 단계들로 다시 돌아갈 수
도 있다.

|| 통계에 의한 분석 방법

통계분석의 기법은 다양하다. 따라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어떤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해야하는가’일 것이다. 사실 주어진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은 자료의 성
격에 의해 이미 거의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결과변수가 연속형인 두 집단이면 t-test 혹
은 Mann-Whiteny test, 세 집단 이상이면 ANOVA 혹은 Kruscal-Wallis test를 적용할 수 있다. 그
리고 결과변수가 범주형이면 카이제곱 검정을 우선 떠올려야 할 것이다.

만약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자료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r 경우일 가능성
이 크다. 이럴 때는 분석을 진행하는데 급급하기 전에 자료의 분류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
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분석할 자료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통계
분석법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적절한 분석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분석기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
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분석기법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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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적 분석기법의 분류 ]

|| 데이터마이닝(기계학습)에 의한 분석 방법

데이터마이닝 문헌들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예측 및 분류를 위한 방법들이 다
양하게 존재한다. 데이터 마이닝은 크게 분류, 군집, 연관성, 예측으로 구분한다.

[ 구매자와 비구매자를 구분하는 방법 비교(예시) ]
<자료> 데이터마이닝의 개요, http://www.scitech.co.kr/upload/book_image/s_033/Data%20Mining-pdf2. pdf. p.6

◊ 분류
분류(classification)는 어떤 객체를 불량인지, 우량같이 0과 1로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 범주를 A,
B, C, D 분류하여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같이 객체를 정해놓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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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집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대상(개체 혹은 변수)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의 유사성(similarity)을 바탕으로 동질적인 집단(군집, cluster)으로 묶거나 다수의 대상들을 몇 개의 동질적인 군집으
로 구분함으로써 동일군집내에 속해 있는 공통된 특성들을 조사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연관성규칙
유사성 집단화의 작업은 어떤 일들이 함께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아주 전형적인 예 중의 하
나가 대형마트에서 동일한 쇼핑카트 안에서 함께 구매되는 물건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한다. 대량의 고객거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매항목들 간의 연관성, 즉 어떤
항목이 어떤 항목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분석하는 것이다.
◊ 예측
예측은 분류 또는 추정과 동일하지만, 미래의 행위를 분류하거나 미래의 값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차
이를 가진다. 예측작업에서, 분류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 시점까지 기다려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예측을 분류나 추정과 분리해서 다루는 주된 이유는 예측적 모형화에 있어서
는 입력변수들과 목표변수의 예측치 간의 순차적인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전략적 빅데이터 추진 방법
◊ 빅데이터 과제 도출
빅데이터 과제는 모든 빅데이터 종사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하는 부문이다. 어떤 특정부문에 대한 빅
데이터를 분석하라고 하면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도 빅데이터 과제를 선정해서 분석하라고 하면
모두 어려워한다. 빅데이터 과제는 빅데이터를 실제로 구현할 분야를 말한다. 어떤 부문의 어떤 주제
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구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빅데이터 과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거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식별하는 단계이다.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빅데이터 분석은 새로운 종류의 많은 데이터를 기업이 더 나은 경영을 하도록 의미있는 지식을 찾아내
는 과정이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식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분석, 해석, 시각
260 데이터로 꿈을 디자인하라

01 데이터 분석-시각화란 무엇인가?

화등의 과정을 거친다. 빅데이터로부터 통찰을 얻고 이것을 의사결정에 활용하려면 분석계획수립, 분
석시스템 구축, 분석 실행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최종소비자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
기위해서 시각화를 통한 전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 전략대안 도출과 선택
전략수립은 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난 이슈들에 대하여 전략적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이다. 전략대안은
핵심이슈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된다. 이처럼 전략대안은 핵심이슈가 던지는 질문에 따라 달라지기 때
문에 개별전략을 구성하는 전략요소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요소란 핵심이슈가 던지는 질문에
어떤 요소를 집어 넣어 답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매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어
떤 요소를 검토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매출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용율, 구매전환율, 객단가율등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전략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략요소가 확정된 후 각 전략요소가 가질수
있는 옵션들을 규명한다.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최적 전략안을 만든다.
◊ 실행과 평가
전략이 최선의 활동을 선별하는 일이라면 실행은 선택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선하는 것이
다. 전략의 실행은 단순히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되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활동
을 포함한다. 어느조직이든 성과를 내는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을 실행하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

|| 미국 프로 야구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사례
◊ 빅데이터 과제 도출
오클랜드는 제한된 예산으로 강력한 팀을 만들기 위해 통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사용핬다. <
머니볼 Moneyball: The Art of Winning on Unfair Game; 2003>의 핵심전제는 야구계가 기존 통
념 탓에 중대한 지표를 간과하게 되고, 이는 곧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 자료수집과 빅데이터 분석
보통 선수들의 기량을 가늠하고 연봉을 결정하기 위해 도루, 안타, 타율과 같은 지표들을 활용한다. 그
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팀의 성적을 가늠하기 위한 기준으로 구식이라는 평판을 면하기 어렵다. 오히
려 엄격한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 출루률, 장타율과 같이 관중들의 눈에 쉽게 띄지않는 지표가 팀의 성
적을 가늠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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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대안 도출과 선택
기존의 통념을 비웃듯 이러한 지표가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애슬레틱스는 이러한 지표에
따라 비교적 적은 돈을 들여 선수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수들이 선수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저평가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실행과 평가
오클랜드가 2002년 아메리컨 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러한 전략은 효과를 발휘했다. 그
러나 이러한 머니볼 전략은 다른 팀들이 똑같은 전략을 시도하면서 그 빛이 바래고 말았다. 최근 보스
톤 레드삭스부터 뉴욕 양키스에 이르기까지 돈이 넘쳐나는 구단들이 전략을 세우고 선수들의 기량을
판단하기 위해 컴퓨터가 계산한 통계모델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수치가 직감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경기의 양상이 바뀌고 말았다, 열정 또한 엄정함에 자리를 내주었
다. 역설적으로 “돈이 메이저리그팀들의 승률을 결정하는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았다. 우리가
야구에서 배울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정치와 사회분야에서 넘쳐나나는 이 수치들이 직 간접적으
로 시장의 확대에 이바지 했다는 점이다, 전 세계에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는 이러한 수치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게 만들기 충분하지만, 멈출 줄 모르고 확장을 거듭하는 시장을 보면 이러한 불신을 아랑곳
하지 않는 것 같다.

<참고 자료>
야구의 역사는 통계의 역사이다. 19세기 중반만 해도 평균자책점, 타율, 타점과 같은 개념이 없었다.
1980대에 들어와서 퀼리티스타트, OPS 같은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통계적 연구
를 통해 야구게임 이면에 있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학문이 ‘세이버매트릭스’라고 한다. 현재 메이저
리그 대다수의 팀들은 통계연구 부서를 두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한다. 다음은 야구통
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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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Games played
AB = At-bats
H = Hits
BB = Based on balls (Walks)
HP = Hit by pitch
R = Runs scored
RBI = Runs batted in
IB =Singles
2B = Doubles
3B = Triples
HR = Home runs
BA = Batting Average = H /AB

Batting

OBA = On-base average = (H +BB + HP) / (AB + BB + HP)
TB = Total bases = 1(1B) + 2(2B) + 3(3B) + 4(4B)
SLG = Slugging average = TB/AB
OPS = On-base plus slugging = OBA + SLG
ISO = Isolated power = SLG – BA = (TB – H) / AB
TPQ = Total power quotient = (HR+RBI+TB)/AB
PwrF = Power factor = SLG/BA = TB/H
SF = Sacrifice flies
SH = Sacrifice hits (Bunts)
RC =Runs created
RC/27 = 27아웃당(9이닝) RC
ISO = Isolated Power = 장타율 – 타율 = 순장타율
SB = Stolen bases

Base Running

CS = caught stealing
OOB = Outs on base
W = Wins
L= Losses
PCT = Winning percentage = W / (W+L)
ER = Earned Runs allowed
IP =Innings pitched

Pitching

ERA = Earned run average = 9 x ER/IP
SV = Saves
K= Strikeouts
BB= Bases on balls (allowed)
BABIP= batting Average on Ball in play 인플레이 타구 타율
FLP = Fielding Independent Pitching 수비무관 평균자책점
= 13x 홈런 + 3x (볼넷 –고의사구+ 몸에맞는공) - 삼진x2/이닝+ 시즌상수
A = Assists
E= Errors

Fielding

PO = Putouts
FLD = Fielding average = (A+PO) / (A+PO+E)
RF = Range factor (per game) = (A + PO) / G
DER Defense Efficiency Ratig = 인플레이 아웃 / 인플레이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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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란 무엇인가
|| 시각화의 의의

데이터 시각화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이미지, 다이어그램, 혹은 애니메이션들의 기술
이다. 데이터 시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 전달이다. 데이터 시각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시각
기능이 가장 강력한 정보 수용체이기에 같은 정보를 수치로 전달하는 것보다 그래프로 전달하는 것이
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인식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은 데이터분석을 위한 시각화와 분석결과의 공유를 위한 시각화로 구분된다. 따
라서 보통 데이터 분석목적의 시각화는 기능 위주로 접근하고, 보고서 작성 목적의 시각화는 전달의
용이성과 미적인 측면이 중시된다. 따라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쉽고 빠르게 전달, 새로
운 사실관계의 파악,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 시각화의 기본적인 방법

자료의 크기가 적당할지라도 수집한 형태 그대로는 해석하기가 어렵다. 표와 그래프는 패턴을 찾고 자
료가 보다 쉽게 해석되도록 자료를 조직화하고 요약하는 방법이다. 정성적인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으
로는 도수분포표, 상대도수분포표, 백분율도수분포표, 막대그래프, 파이차트 등이 있다. 정량적인 자
료를 요약하는 데에는 도수분포표, 상대도수분포표, 백분율도수분포표, 누적도수분포표, 누적상대도
수분포표, 누적백분률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누적도수분포곡선이 이용된다. 줄기-잎 그림은 정량
적인 자료를 요약하는데 사용되는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이다. 교차표는 두 변수의 요약자료를 만드
는 표 형식이다. 산포도는 두 정량적 변수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방법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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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의 성격에 따른 시각화의 기본 ]

|| 이산형 값들을 살피는 법

빅데이터를 포함하여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의 상당수는 연속적이기보다는 이산형이다. 이산형 데이터
는 지역, 기업의 설명정보, 상품 등의 형태에서 나타난다. 이산형 필드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장 유용한 세 가지 기본 차트는 막대그래프(히스토그램), 선그래프, 그리고 산점도
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 기본차트는 하나 또는 두 개의 데이터 열을 표시함으로
써 데이터의 구조, 변수의 양과 유형, 실측값의 크기와 유형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 히스토그램
육안으로 보아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값들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간단히 막대그래프
를 사용하면 된다. 막대그래프는 다양한 데이터 유형에 적용할 수 있다. 가로축에 시간이나 단계, 유
형, 등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세로축은 그래프의 크기 범위를 나타낸다. 수치를 길리오 표현해 절
대값을 갖는 동일한 폭의 막대를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함으로써 여러 값의 상대적인 차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막대값들의 차이가 미미하거나 표시할 값(막대)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막대들을 비교하기가 쉽
지 않다. 이 경우 시각적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막대에 다양한 색상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색상은
특정 상태나 범위를 나타낸다. 막대를 색상으로 표시하는 것은 대부분의 막대가 서로 다른 범위나 상
태에 있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다. 모든 막대가 동일한 범위나 사태에 있는 경우에는 색상이 불필요
하고 ,색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아예 색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시각적으로 도움이 된다.
막대그래프는 누적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막대차트는 평균, 개수, 비율과 같은 통계치를 집단별로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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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그래프
스캐터 플롯 또는 산점도(또는 XY그래프)는 두 데이터 항목의 공통 변이를 나타내는 2차원 도표다.
산점도에서 각 마커(점, 사각형, 플러스 기호 등)는 관측치를 마커의 위치는 각 관측에 대한 값을 나타
낸다. 가로축과 세로축의 변수값에 대응하는 점을 좌표에 배치하면 그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점
들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면 양의 상관관계, 점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추세라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만약 점의 배치에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면 두 변수는 상관관계가 없다.
점 그래프는 면적을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적은 공간에 그릴 수 있고, 한 점에서 다음 점으로
변하는 점의 집중 정도와 배치에 따라 흐름을 파악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두 변수의 연관관계를 보여
줄 때 많이 쓰인다.
◊ 파이그래프
파이그래프(pie chart)는 일상 속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공식적인 최초의 파이챠트는 윌리엄 플
레이페어(william playfair)를 만들었고 부분과 전체, 부분과 부분 간의 비율을 알아보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육안으로 면적을 가능하고 시각(visual angles)을 비교해야 하므로 어떤 경우에는
그래프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원그래프를 분석에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기가 비슷
하지만, 서로 인접해 있지 않은 파이의 조각들을 제대로 비교히가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
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원그래프는 데이xj 분석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굳이 사용해야 한다
면, 최대한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텍스트와 비율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또 추
가정보를 제공하면 사용자가 각 그래프 조각의 이미와 가치를 놓고 혼동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원
그래프는 분포의 정도를 총합 100%로 나타내서 부분간의 관계를 보여주며, 면적으로 값을 보여주며,
수치를 각도로 표시한다.
◊ 버블차트
버블차트는 세가지 요소의 상관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로축의 변수와 세로축의 변수, 버
블의 크기로 변수를 나타낸다. 세 번째 변수의 데이터는 버블 면적으로 표현된다. 버블챠트는 수십 또
는 수백개의 값을 갖거나 값들이 몇 자릿수씩 차이가 나는 데이터세트에 특히 유용하다. 특정 값들을
다양한 크기의 원의 면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의 지름을 갖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에니메이션 버
블그래프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한스 로슬링
(Hans Rosling)의 Gap Minder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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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형 값들을 살피는 법
◊ 연결된 점.선그래프
연속시계열그래프는 점그래프와 거의 같은데, 점 사이를 선으로 연결한다는 점만 다르다. 선으로 표현
되는 연속적인 데이터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의 추이를 볼 수 있으며, 변수의 변화를 명확히 표시
할 필요가 있거나 트랜팅 또는 변화율 정보가 중요한 경우 선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다. 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변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경우 데이터 포인트를 점으로 표기하지 않기도 한다. 단
데이터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선그래프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경
우에는 사용하는 데이터 포인트의 수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시각 자료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줄기-잎 그래프
줄기-잎 그래프(stem and leap plot)는 연속형자료를 정리할 때 많이 쓰는 그래프로 관측값의 범위,
분포의 모양, 집중도를 쉽게 알 수 있다. 글자 그대로 자료를 줄기와 잎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인데 자
료값들의 자리수를 고려하여 처음 몇 개의 자리수를 줄기라 정하고 나머지 자리수를 잎으로 결정한다.
◊ 산점도
산점도는 한 변수를 x축, 다른 변수를 y축으로 하여 각각의 관찰값을 xy 평면상에 좌표로 하여 점으
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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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DAISY)를
활용한 시각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2014년 11월 인구현황’ 데이터 사용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활용사례에 있는 공공데이터 시각화 화면을 클릭하고
공공데이터 시각화 화면 우축하단에 있는 시각화 만들기를 클릭한다.

데이터 편집에서 불러오기를 선택한다. 공공데이터에서 ‘인구’ 검색하면 여러 가지 인구관련 파일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2014년 11월 인구현황’을 선택한다. 그리고 화면 화단의 분류에서 ‘공공행정’
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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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그래프 그리기
데이터 편집에 나타난 데이터셋 25열이 있는 총계를 지운다. 25줄 행에서 드래그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pop-up이 나타나면 ‘Remove row’를 선택한다. 그러면 25줄 행이 지워진다. 그 다
음 시각화 유형선택에서 막대그래프를 선택한다.

시각화 데이터 설정에서 가로축 기준으로 ‘구분’을, 세로축 기준으로 ‘3월말 세대수’를 선택하면 다음
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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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편집창에서 그룹동일색상, 그룹막대기간 비율, 안쪽 막대간격 비율 등을 조절한다.

|| 파이차트 그리기
‘2014년 11월 인구현황’ 파일을 이용하여 파이차트를 만든다. 우선 시각화 유형선택에서
파이차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270 데이터로 꿈을 디자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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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데이터 설정에서 구분은 ‘구분’을, 값기준은 ‘3월말 세대수’를 선택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파이차트를 만들 수 있다.

|| 산점도 그리기
‘2014년 11월 인구현황’ 파일을 이용하여 산점도를 만든다. 우선 시각화 유형선택에서 ‘산점도 행렬’
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시각화 데이터 설정에서 구분은 ‘구분’을, 축기준은 ‘3월말 인구수’ 와 ‘3월말 세대수’를 선택한다. 그
러면 다음과 같은 사넘도 행렬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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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맵 그리기
시각화 유형 선택 변경을 클릭하면 시각화 유형선택 화면이 나타나는데 트리맵을 선택한다.

화면 하단에 데이터 시각화 설정에서 그룹키로는 데이터 변수인 ‘구분’과 ‘세대수’를 선택한다. 그리
고 값기준에서는 세대수를 선택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히트맵이 나타난다. 히트맵에서 동명 세대
수 크기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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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데이터
|| 버블차트 만들기
데이터 편집에서 불러오기를 선택한다. 공공데이터에서 ‘전자상거래’ 검색하면 여러 가지 인구관련 파
일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전자상거래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선택한다. 그리고 화면 화단의 분류에
서 ‘산업고용’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그리고 나타난 데이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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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두 번째에 있는 합계가 포함된 행을 지운다. 그리고 시각화 유형 선택 변경을 클릭하면 시각화
유형선택 화면이 나타나는데 ‘버블차트’를 선택한다.

불러온 데이터에서 합계란을 제거한다. 그룹키로 :‘품목’과 ‘금액(천불)’, 값기준으로 :‘금액(천불)’을
선택한다.

|| 막대차트 만들기
시각화 유형 선택 변경을 클릭하면 시각화 유형선택 화면이 나타나는데 ‘막대차트’를 선택한다. 가로
축 기준으로 ‘품목’, 세로축 기준으로 ‘금액’을 선택한다. 세로축 기준에 ‘건수’를 추가하면 오른쪽 막
대차트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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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개수율 현황’ 데이터
|| 지도 만들기
데이터 편집에서 불러오기를 선택하고, 공공데이터에서 ‘전기설비’를 검색한다. 검색 결과 중에서 ‘전
기설비 개수율 현황(2014)’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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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서 합계란이 포함된 행을 제거한다.

그리고 시각화유형 선택에서 지도를 선택한다. 시각화유형에서 지역기준은 ‘시/도’, 값기준은 ‘재점검
실시호수’를 선택한다.

차트편집에서 색상범위를 선택하여 원하는 색을 선택한다. 지도에 나타난 값은 색깔이 진할수록 데이
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도에 나타난 검은색은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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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차트 만들기
그리고 시각화유형 선택에서 ‘막대차트’를 선택한다. 시각화유형에서 지역기준은 ‘시/도’, 값기준은 ‘
재점검실시호수’, ‘재점검적합호수+가구확인적합회수’를 선택한다.

|| 버블차트 만들기

‘운전면허 행정처분 현황’ 데이터
|| 영역차트 만들기
데이터 편집에서 불러오기 선택하고, 공공데이터에서 ‘운전면허’ 검색한 후 ‘운전면허 행정처분 현
황(2012년~2016년 4월)’을 선택한다. 그리고 분류 설정을 한다. 데이터를 확인하면 오른쪽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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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비교를 위해 불필요한 항목 삭제한다. 또한 원활한 데이터 인식을 위해 연도 표준화한다.

2행에서 3행를 삭제한다.

구분에 년도가 각각 다른
형식으로 입력되어 있다.

연도를 같은 형식으로
바꾼다

시각화 유형 선택 변경을 클릭하면 시각화 유형선택 화면이 나타나는데 ‘영역차트’를 선택한다. 그리고
가로축 기준으로 ‘구분’을 선택하고 세로축기준으로 ‘적성검사미필’, ‘벌점초과’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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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좌측은 차트편집 초기화면이다. 화면에서 시간형식을 오른쪽 화면에서의 시간형식으로
바꾸어준다. 그리고 브러시를 선택한다.

영역차트의 경우, 데이터의 시간형식에 따라 ‘차트변경’ 탭의 ‘시간형식’에서 수정을 해주어야 시각화
가 완료된다. 해당 데이터의 시간형식은 연도만 기재되어 있다. (2015년/2014년/2013년/2012년). 따
라서 ‘시간형식’의 ‘%Y%m%d’를 ‘%Y’로 수정해야 시각화가 완료된다. 즉, 데이터상의 시간형식이 ‘
연월’일 경우 ‘%Y%m’로, ‘연월일’일 경우 ‘%Y%m%d’로 수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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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서 X축에 ‘연도’, Y축dp ‘처분건수’를 기입하면 오른쪽 그림에서 X와 Y축에 나타난다.

|| 선차트 만들기
◊ 선차트 선택
가로축에 ‘연도’ , 세로축에 다른 모든 변수 선택한다.

차트편집에서 시간형식을 변경하고 브러시를 선택한다. 그리고 x축에 연도, y에 행정처분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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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편집에서 시간형식을 변경하고 브러시를 선택한다. 그리고 x축에 연도, y에 행정처분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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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귀가 서비스 현황 데이터
|| 캘런더뷰 만들기
공공데이터에서 ‘안심’을 검색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_여성안심귀가서비스이용현황_20160531’을
선택하고 분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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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확인을 확인하고 시각화 유형선택에서 ‘캘런더뷰’를 선택한다.

시각화 데이터 설정에서 값기준으로 ‘불광역’을, 기간기준으로 ‘날짜’를 선택한다. 그러면 오른쪽과 같
이 캘런더뷰가 나타난다.

‘서울시 가정폭력 경찰서별 검거현황’ 데이터
|| 평행차트 만들기
공공데이터에서 ‘서울시’를 검색한다. 그리고 ‘서울시 가정폭력 경찰서별 검거현황’ 데이터를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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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평행좌표 차트를 선택한다.

시각화 데이터 선택에서 구분은 ‘구분’, 축기준은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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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럴셋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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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오픈소스 R을 활용한 시각화
R(http://cran.r-project.org)과 rstudio (www.rstudio.com)
|| 개요
오픈소스 기반인 R은 벨연구소의 S언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뉴질랜드 오클랜드(Auckland) 대
학의 로스 이하카(Ross Ihaka)와 로버트 젠틀맨(Robert Gentleman) 교수의 주도로 만들어졌다(이
들의 앞의 이니셜을 따서 R로 명명됨). S-PLUS의 기초적 프로그램을 작성했던 Chambers 등 많은
통계학 및 컴퓨터 관련 학자들이 R 개발 핵심 팀으로써 R을 만드는데 참가하고 있다.

1997년 8월 R언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0년 2월에 버전 1.0.0이 등
장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많은 통계학 및 계량분석자들이 R을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R과 함께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R로 만들어진 응용 프로그램
의 분야로는 금융, 생명공학, 조사, 지리정보 등이 있다.

R은 현재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사례로 kdnugget에서 실시한 ‘지난 12개월간 실
제로 사용한 분석, 데이터마이닝, 빅 데이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문조사 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내용
에 따르면 R은 2012년 현재 Rapid Miner, Weka, SAS, MATLAB 등의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데
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1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R은 하나의 완성된 언어체계이다. 따라서 자유롭게 데이터 분석을 R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R은 통계, 머신러닝, 금융, 바이오인포머틱스, 그래픽스에 이르는 다양한 통계패키지를 갖
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된다. 거기에 더해 최근 시류에 발맞춰 R은 멀티프로세서에서 손
쉽게 병렬화하여 실행할 수 있고 RHive를 사용하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Hive환경에서 R을 사용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오픈소스의 저력을 보여주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늘어난 셀 수 없
이 많은 패키지와 더불어 프로그래밍 하기에 더없이 좋은 개발자 환경(IDE)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최근 R을 다시 사용하면서 접하게 된 R Studio는 MATLAB을 위협할 정도의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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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겠지만 R만 설치하고,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해 R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른 R Studio를 다운받아 설치하기를 권장한다.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 R Studio는 R을 위
해 최적화된 통합 개발 환경(IDE)를 제공하고 있는데 문법강조, 코드완성, 자동 들여쓰기, R 코드 단위
실행, 패키지 관리, Help 문서/그래프 출력, Git과의 연동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사용자를 편리하게 만
들어 주는 기능들로 가득 차 있다. 자세한 R Studio의 기능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R
Studio는 Desktop과 Server의 2개 버전이 있으며, 각각에는 Open Source Edition과 Commercial License의 2가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 Desktop 기준으로 라이선스별 차이는 아래와 같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 Desktop용 Open Source Edition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후 사용하면 된다.
http://www.kdnuggets.com/polls/2012/analytics-data-mining-big-data-software.html

|| R 설치
R은 공개소프트웨어로 http://www.r-project.org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가 가능하다. 만약 Linux
나 Mac을 사용하고 있다면 apt-get, macports 등으로 설치하면 된다. 접속된 화면의 왼쪽 Download 아래 CRAN을 선택한다. CRAN Mirrors 중 살고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한다. 그러면
컴퓨터 운영체계별로 R 프로그램을 내려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자신이 사용하는 운영체제 프
로그램에 맞는 파일(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이를 클릭)을 선택하여 설치한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base(베이스)를 내려 받으면 기본적인 R을 수행할 수 있
다. 여기에서 contrib(콘티리뷰트)는 응용분야별 소프트웨어가 저장되어 있다. base를 지정하면 다
음의 화면이 나온다.

Window R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화면

base R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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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면에서 열기를 하면 파일이 내려 받게 된다. 다 내려 받으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R 프로그램의 설치화면(1)

R 프로그램의 설치화면(4)

프로그램을 내려 받는 상황이 지속(다음(next))되며 라이선스에 동의하면 설치가 진행되며, 완료되면
다음의 화면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Finish를 클릭하면 설치가 완료되어 바탕화면에 R을 수행할 수 있
는 아이콘이 생성된다. 이로써 R의 설치가 완료된다.

R은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R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해서 시작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R의 초기화면이 나타난다.

[ R 프로그램의 시작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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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창에 나타는 ‘>’를 프롬프트(prompt)라 하는데 이는 R이 작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
타내는 기호이다. 따라서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사용자는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R프로그램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키(enter key)를 누르면 이 프로그램이나 명령이 실행된다. 실행결과는 실행한 프로그
램이나 명령에 따라 콘솔창이나 외부 파일 또는 새로운 창에 출력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
는 동안에는 프롬프트가 나타나지 않으며, 실행이 완료되면 프롬프트가 다시 나타난다. 실행하는 프로
그램이나 명령에 따라 프롬프트가 나타나기 전에 프로그램의 실행결과가 콘솔창에 출력되기도 한다.
이처럼 콘솔창에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사용자는 원하는 바를 R에 이야기 하고, R은 프로그램을 실행
하여 결과를 출력하며, 사용자는 그 결과를 보고 후속작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명령을 입력하게 된
다. 이러한 방식을 대화방식(interactive mode)이라 하며 R을 사용하는 기본적 방식이다. 이와는 달
리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R로 하여금 이를 한꺼번에 실행하게 하는 일괄처리
방식(batch mode)도 있다.

|| R메뉴 둘러보기
◊ 파일

[ R 메뉴 ‘파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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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코드의 소스
새로운 스크립트
스크립트 열기

저장된 R editor창에 불러옴과 동시에 자동 실행한다.
새로운 R프로그램을 입력할 R editor 창을 연다
저장된 R명령문을 R editor창에 불러오며 자동 실행은 하지 않는다.

파일을(를) 표시

R이나 S파일 등을 선택하여 새 창에 연다.

작업공간 불러오기

저장된 작업환경에 대한 객체를 불러온다.

작업공간 저장
작업이력 불러오기
작업이력 저장
디렉토리 변경...
인쇄...
파일에 저장...
종료

현재 작업환경의 객체를 확장자,Rdata인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다.
R 콘솔화면의 프로그램 이력을 불러온다.
R 프로그램 구동 후 작업된 모든 프로그램 이력을 확장자 History인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다.
R 프로그램의 작업 디렉토리를 변경한다.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을 출력한다.
R 콘솔화면의 내용을 저장하며 이때 이력과는 달리 출력결과를 포함한 화면
에 나타난 모든 내용을 텍스타 파일로 저장한다.
R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 편집
R콘솔 화면의 편집기능에 대한 부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다.

[ 편집메뉴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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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하기

선택된 내용을 복사한다.

붙여넣기

복사된 내용 전체를 붙여 넣는다.

명령어만 붙여넣기
복사 후 붙여넣기
모두 선택
콘솔 지우기
데이터 편집기...
GUI선택...

선택된 내용 중 R프로그램의 명령어만 붙여 넣는다.
선택된 내용을 복사하고 현재 커서가 위치한 곳에 붙여 넣는다.
화면 전체를 선택한다.
현재 R콘솔 화면의 내용을 모두 지운다.
기존에 정의된 데이터를 에디터 창을 열어 나타낸다.
화면의 크기, 색, 글꼴 모양 등 R프로그램의 사용자 환경을 정의한다.

[ GUI편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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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or Multiple Windows
Pager style
Font :
Console columns

R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라 열리는 창의 개수에 대한 선택 사항
R콘솔 화면 이외에 추가로 열리는 화면에 대한 선택사항
R콘솔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의 모양, 크기, 색깔 등에 대한 선택사항
R콘솔 화면의 크기를 지정하는 열수

Initial left

R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R콘솔 화면의 좌우 위치

Initial top

R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R콘솔 화면의 상하 위치

set options
buffer, lines

R의 계산효율성과 관련된 선택사항

buffer console by default
Cursor blink
Pager rows, columns

R콘솔화면 이외에 추가로 열리는 화면의 크기를 지정하는 행수, 열수의 선택

Graphic windows
Console and Pager Colours

R콘솔 화면과 다른 추가 화면의 색을 지정하는 것으로 화면의 바탕색, 출력
텍스트, 사용자 입력 프로그램, 추가페이지의 제목줄의 색 선택

◊ 기타
R콘솔 화면의 보기기능에 대한 부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다.

[ 기타메뉴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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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계산을 중단

현재 실행중인 작업을 중단한다.

출력을 버퍼링

이력의 저장과 관련된 선택메뉴

객체 목록
모든 객체의 삭제
검색경로를 나열

현재 작업환경의 모든 객체를 출력
현재 작업환경의 모든 객체를 삭제함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객체들의 자원을 나타냄

◊ 패키지들
R콘솔 화면의 패키지들에 대한 부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다.

[ 패키지메뉴의 내용 ]

패키지 불러오기...

R프로그램의 기본 패키지와 추천 패키지 중 불러올 패키지를 선택

CRAN미러 설정...

다운로드 하지 않은 패키지에 대해 다운로드할 CRAN미러사이트

저장소 선택...
패키지 설치하기...
패키지 업데이트...
로컬에 있는 zip화일로
부터 패키지(들)설치...

분류된 패키지 다운로드 사이트 선택
나열되는 패키지 중 인스톨을 원하는 것을 선택
다운로드 된 패키지를 최신화 함. default는 graphics패키지를 최신화
하는 것으로 함수표현은 update.packages(ask='graphics')
zip파일 형태의 패키지를 선택하여 인스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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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R콘솔 화면의 도움말에 대한 부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다.

[ 도움말의 내용 ]

콘솔
R에 대한 FAQ
R에 대한 FAQ(Windows버전)
PDF 메뉴얼
R함수들(텍스트)...

R콘솔 화면의 편집기능과 관련된 도움말 창을 염
html형식의 R FAQ화면을 염
WIndows운영환경 하에서의 html형식의 R FAW화면을 염
pdf형식의 매뉴얼 파일을 염
입력된 함수에 대한 텍스트 형식의 도움말 창을 염

HTML 도움말

주제별로 구분된 html형식의 도움말을 염

도움말 검색...

주어진 단어를 포함하는 도움말을 R정보창을 열고 출력함

search.r-project.org
객체검색..;
R프로젝트 홈페이지
CRAN 홈페이지
R에 대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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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r-project.org의 웹사이트를 통해 주어진 단어를 검색함
주어진 단어를 포함하는 객체를 R콘솔화면에 출력함
웹페이지 http://www.r-project.org/를 염
웹페이지 http://www.cran.r-project.org/를 염
R프로그램이 정보를 나타내는 창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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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tudio 설치하기(www.rstudio.com)
R Studio는 Desktop과 Server의 2개 버전이 있으며, 각각에는 Open Source Edition과 Commercial License의 2가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 Desktop 기준으로 라이선스별 차이는 아래
와 같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 Desktop용 Open Source Edition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후
사용하면 된다.

설치 후 실행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4개의 부분으로 나눠진 창을 볼 수 있는데 좌측 상단부터 시
계 방향으로 코드 에디터, 환경 변수/함수 표시 및 히스토리 출력, 파일/그래프/패키지/도움말/문
서뷰어, 그리고 콘솔 입력창이다. R을 사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손쉽게 하나의 창에
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두었다. 이 부분에서는 MATLAB 보다도 더 편하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특히 우측 하단 창에서는 그래프, 패키지, 그리고 도움말을 탭 형태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두어
상당히 편리하다. 더불어 각각에 적합한 추가 기능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프탭의 경우 이미지나
PDF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그래프를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패키지탭에서는 현재 시
스템에 설치된 패키지 리스트뿐만 아니라 각 패키지의 간단한 설명과 버전 정보까지 표시해주고 있
다. 또한 개별 패키지의 업데이트도 클릭 몇 번으로 완료할 수 있다. 도움말탭에서는 별도의 검색창
을 두고 있어 콘솔창 입력뿐만 아니라 검색창을 이용한 검색도 지원하고 있다.

[ rstudio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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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활용하기
R에서 도움말은 ‘help(명령)’ 또는 ‘?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다

library(help=datasets)

library(help=datasets)라고 코드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R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셋 결과물을
보여준다.
Information on package ¡®datasets¡¯
Description:
Package:

datasets

Version:

3.3.1

Priority:

base

Title:

The R Datasets Package

Author:

R Core Team and contributors worldwide

Maintainer: R Core Team <R-core@r-project.org>
Description: Base R datasets.
License:

Part of R 3.3.1

Built:

R 3.3.1; ; 2016-06-21 12:43:00 UTC; windows

Index:
AirPassengers

Monthly Airline Passenger Numbers 1949-1960

BJsales		

Sales Data with Leading Indicator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CO2		

Carbon Dioxide Uptake in Grass Plants

ChickWeight

Weight versus age of chicks on different diets

DNase		

Elisa assay of DNase

EuStockMarkets

Daily Closing Prices of Major European Stock

		

Indices, 1991-1998

Formaldehyde

Determination of Formaldehyde

HairEyeColor

Hair and Eye Color of Statistics Students

Harman23.cor

Harman Example 2.3

Harman74.cor

Harman Example 7.4

Indometh		

Pharmacokinetics of Indomethacin

InsectSprays

Effectiveness of Insect Sprays

JohnsonJohnson

Quarterly Earnings per Johnson & Johnson Share

LakeHuron		

Level of Lake Huron 1875-1972

LifeCycleSavings

Intercountry Life-Cycle Savings Data

Loblolly		

Growth of Loblolly pine trees

Nile		

Flow of the River Nile

Orange		

Growth of Orange Trees

OrchardSprays

Potency of Orchard Sprays

PlantGrowth

Results from an Experiment on Plant Growth

Puromycin		

Reaction Velocity of an Enzymatic Reaction

Theoph		

Pharmacokinetics of Theophylline

Titanic		

Survival of passengers on the Tit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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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help 명령문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library(help=datasets)

# R이 제공하는 datasets을 알려고 할때

help(eurodist)

# eurodist dataset 알려고 할때

help(swiss)
help.start()

#R과 함께 제공된 문서 정보 알고 싶을때

help(package=“lattice”)

#패키지에 대해 알고 싶을 때

?factanal

# factor analysis 방법에 대해

?predict.lm

# 선형예측방법에 대해 알고 싶을 때

R 데이터 불어와서 그림 그리기
|| R 내장 데이터 불러오기
data명령어를 이용해 R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trees를 불러온다. 그 다음 head명령어로 데이터 앞
부분 6개 행의 자료를 출력한다. 마지막으로 plot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trees$Height 는 trees 파일에 있는 Height 변수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

data(trees)
test<-head(trees)
plot(test$Height)

> head(trees)
Girth Height Volume
1 8.3

70

10.3

2 8.6

65

10.3

3 8.8

63

10.2

4 10.5

72

16.4

5 10.7

81

18.8

6 10.8

83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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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데이터 불러오기
R에 내장된 데이터 외에 각 패키지마다 제공하는 데이터가 있다. install.packages()는 새로운 패키
지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다. 패키지를 불러오고 난 후 R에서 사용하려면 library() 명령을 사용
하여 불러들인다. survey는 MASS package 에 포함된 파일이다.

install.packages(“MASS”)
library(MASS)
data(“survey”)
head(survey)

> data(“survey”)
> head(survey)
Sex
1

Wr.Hnd NW.Hnd W.Hnd Fold

Female 18.5

Pulse

Clap

Exer

Smoke

Height

M.I

Age

18.0

Right

R on L

92

Left

Some

Never

173.00

Metric

18.250

2 Male

19.5

20.5

Left

R on L

104

Left

None

Regul

177.80

Imperial

17.583

3 Male

18.0

13.3

Right

L on R

87

Neither None

Occas

NA

<NA>

16.917

4 Male

18.8

18.9

Right

R on L

NA

Neither None

Never

160.00

Metric

20.333

5 Male

20.0

20.0

Right

Neither 35

Right

Some

Never

165.00

Metric

23.667

17.7

Right

L on R

Right

Some

Never

172.72

Imperial

21.000

6 Female 18.0

64

>

|| Plot() 그리기
plot()은 데이터를 x-y 좌표 상에 출력한다. 아래 그림은 하나의 변수만을 선택하여 plot()을 그린 것
이다. plot()에서 다양한 type을 선택하여 그림을 표출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각각의 type을 선택했
을 때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data(trees)
par(mfrow=c(3,2))
plot(trees$Height)
plot(trees$Height, type=”p”, main=”points”)
plot(trees$Height, type=”l”, main=”lines”)
plot(trees$Height, type=”b”, main=”points & lines”)
plot(trees$Height, type=”h”, main=”high density”)
plot(trees$Height, type=”s”, main=”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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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아닌 두 개의 수치 데이터를 각각 x축과 y축에 대응하여 교차하는 좌표 (x, y)에 점을 찍어
시각화로 표현 가능하다.

plot(Volume ~ Girth, trees)
abline(lm(Volume ~ Girth, trees))

위의 명령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두 개의 변수를 선택하여 plot을 그린 것이다. x축에는
Girth, y축에는 Volume 이 나타나 있다.

par(mfrow=c(1,2))
plot(trees$Girth, trees$Volume )
plot(trees$Girth, trees$Volume, ty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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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그래프(barplot) 그리기
막대그래프는 각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건의 빈도수를 의미하는 그래프이다.이산형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히스토그램과 유사하지만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데이터를 표현.

barplot(trees$Height)
barplot(trees$Height, horiz=T)

|| Histogram 그리기
히스토그램을 그리려면 hist()를 사용한다. breaks로 대강의 상자 개수를 지정한다.

hist(trees$Height)
hist(trees$Height, break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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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 Chart 그리기

install.packages(“MASS”)
library(MASS)
data(“survey”)
head(survey)

> data(“survey”)
> head(survey)
Sex
1

Wr.Hnd NW.Hnd

Female 18.5

W.Hnd

Fold Pulse Clap

Exer

Smoke

Height

M.I

Age

18.0Right

R on L

92

Left

Some

Never

173.00

Metric

18.250

2 Male

19.5

20.5Left

R on L

104

Left

None

Regul

177.80

Imperial 17.583

3 Male

18.0

13.3Right

L on R

87

Neither

None

Occas

NA

<NA>

16.917

4 Male

18.8

18.9Right

R on L

NA

Neither

None

Never

160.00

Metric

20.333

5 Male

20.0

20.0Right Neither

35

Right

Some

Never

165.00

Metric

23.667

17.7Right

64

Right

Some

Never

172.72

Imperial 21.000

6 Female 18.0

L on R

>

survey 데이터에서 Smoke 변수를 pie chart를 만들어 보자. 파이차트를 만들기 위해 우선 Smoke
변수에 각 level별로 몇 개의 사건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명령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Pie 차트를 만들자.

smoke <- table(survey$Smoke)
smoke
pie(smoke)

> smoke
Heavy Never Occas Regul
11

18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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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plot 그리기
박스플랫은 주어진 데이터를 정렬한 후에 각각 1/4분위수, 2/4분위수, 3/4분위수 및 최소값과 최대
값, 이상치 여부를 파악하는 플롯이다.

boxplot(trees)
boxplot(trees, horizontal =T)

boxplot(trees$Volume, horizontal = T )

Q1 Median

Q3

1사분위수(Q1)는 정렬된 데이터 중 25% 위치의 값, 중위수(median)는 정렬된 데이터 중 50% 위치
의 값, 3사분위수(Q3)는 정렬된 데이터 중에서 75% 위치의 값을 나타낸다. 최대값(max)는 최대값
을 나타낸다. IQR(Inter-Quartile Range)= Q3 – Q1 으로 ±1.5x IQR 기준의 울타리를 안울타리,
±3xIQR 기준의 울타리를 바깥울타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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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데이터 구조 이해하면서 그림 그리기
|| 데이터 타입, 구조, 연산자
◊ Data 타입
데이터 타입은 숫자형, 문자형, 논리형, NA, NULL, Factor 등이 있다.
문자값을 입력할 때에는 따옴표(“ ”)를 사용하여 문자를 입력한다.
> “test”
[1] “test”
> mode(“test”)
[1] “character”
> mode(12)
[1] “numeric”

논리형은 TRUE와 FALSE로 논리적 참, 거짓을 나타낸다.(무조건 대문자)
> 3<4
[1] TRUE
> mode(T)
[1] “logical”
> mode(FALSE)
[1] “logical“
> 3>4
[1] FALSE

NA(Not Applicable=Not Available)는 값이 있어도 정해진 범위 안에 있는 값이 아니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NULL은 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얼마인지 모른다는 뜻이다.
Factor은 범주형 데이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문자형과는 다르다.(예, 혈액형)
> sum(1,2,NA)
[1] NA
> sum(1,NULL,2)
[1] 3
> as.factor(c(“A”,”B”,”A”,”O”,”O”,”B”,”AB”))
[1] A B A O O B AB
Levels: A AB B O

※단, 논리형, NA, NULL은 모두 “”를 붙이면 문자형으로 받아들여짐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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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구조
데이터 구조는 아래와 같이 동일 타입만을 갖는 데이터인지 다른 타입도 갖는 데이터인지에 따라 구
분할 수 있다.
동일 타입 데이터
Vector(벡터)

이종 타입 데이터
List(리스트)

Matrix(행렬)

Data Frame(데이터 프레임)

Array(배열)
한가지 데이터 타입만 담을 수 있다. 즉 숫자만
저장하거나 문자만을 저장한다.

값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

벡터: 서로 동질적이며, 한 벡터내의 모든 요소는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갖으며 1차원의 데이터 구조이다.
행렬: 벡
 터는 단지 하나의 열로 열거를 해 놓은 것일 뿐이지만, 행렬은 벡터를 행과 열을 지정하여
만든 2차원의 데이터 구조이다.
배열: 다
 차원 상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데이터 엔트리를 구조화한 것이다. 즉, 행렬의 다음 차원.
배열은 3차원 이상의 차원구조도 가능하다.
리스트: 벡터나 행렬을 한 번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의 데이터 구조이며, 이질적이고 여러 가지
자료형의 원소들을 포함하는 것 가능하다.
데이터 프레임: 리
 스트의 한 종류로, 리스트에 포함된 모든 값의 길이가 같은 벡터 혹은 행렬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한 것. R에서 데이터 프레임은 가장 중요한 자료형이다.

|| 벡터 Data 알아보기
◊ 숫자로 구성된 벡터 만들기
좌변에 1부터 10까지를 입력하여 우변에 y 객체에 자료를 저장한다.

> y <- c(1,2,3,4,5,6,7,8,9,10)
>y
[1]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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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표시해도 결과는 위의 화면과 동일하게 표시된다.
y<-1:10
y

◊ 문자로 구성된 벡터 만들기
문자로 된 벡터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x <- c(“Shin”, “Kim”, “Park”)
x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출력된다.
> x <- c(“Shin”, “Kim”, “Park”)
>x
[1] “Shin” “Kim” “Park”

◊ 벡터에 이름 지정하기
벡터의 각 원소들도 이름을 가질 수 있다.
x <- c(1,2,3)
names(x) <- c(“A”,“B”,“C”)
x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출력된다.
> x <- c(1,2,3)
> names(x) <- c(“A”,”B”,”C”)
>x
ABC
123

1,2,3 이라는 원소에 A,B,C라는 이름이 붙었다.
바로 다음 나올 벡터 원소의 조회에서도 이 이름으로 벡터 원소를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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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 원소의 조회
벡터안의 값을 조회하고 싶을 때는 ‘[]’를 사용하고 여러 개의 값을 조회할 때는 무조건 벡터의 형태
로 []안에 넣어줘야 한다.
y <- 1:10
names(y) <- c(“A1”,“A2”,“A3”,“A4”,“A5”,“A6”,“A7”,“A8”,“A9”,“A10”)
y[3]
y[c(2,4)]
y[c(T,F)]
y[y>5 & y<9]
y[c(“A3”,”A7”)]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y <- 1:10
> names(y) <- c(“A1”,“A2”,“A3”,“A4”,“A5”,“A6”,“A7”,“A8”,“A9”,“A10”)
> y[3]
[1] 3
> y[c(2,4)]
[1] 2 4
> y[c[T,F]
[1] 1 3 5 7 9
> y[y>5 & y<9]
[1] 6 7 8
> y[c(“A3”,”A7”)]
A3 A7
3 7

벡터에 가상 위치를 만들고 값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y <- 1:10
y[11]<-11
y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y <- 1:10
> y[11]<-11
>y
[1] 1 2 3 4 5 6 7 8 9 10 11

본래 10개 원소를 갖는 벡터이지만 11번째 값이 11로 추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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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터 생성(등차, 반복)
연속된 숫자로 구성된 경우 seq() 함수를 사용한다. seq(1,10,2)는 1에서 시작하여 2씩 증가는 숫자
를 생성하되 끝값은 10인 경우이다. rep(“aa”,5,3)은 aa라는 문자를 5번 반복하고 3번까지만 출력
하라는 뜻이다.

D <-seq(1,10,2) (같은 의미로 seq(from=1,to=10,by=2)
D
D <-rep(“aa”,5,3) (같은 의미로 rep(“aa”, times=5, length.out=3)
D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출력된다.
> D<-seq(1,10,2)
>D
[1] 1 3 5 7 9
> D<-rep(“aa”,5,3)
>D
[1] “aa” “aa” “aa”

◊ 벡터 구조의 데이터로 그림 그려보기
1에서 5까지 숫자를 생성하여 x 변수에 저장하고 이를 plot으로 그린다. 두 번째 그림은 plot()에서
type=’o’로 지정한 것이다.
x <- c(1,2,3,4,5)
plot(x)
plot(x, typ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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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5까지 생성된 숫자를 x 변수에 저장하고 barplot을 그린 함수로 barplot()에서 horiz=T는
barplot을 수평으로 표출하게 한다.

x <- c(1,2,3,4,5)
barplot(x)
barplot(x, horiz=T)

|| 행렬(matrix) 데이터 알아보기
벡터를 여러 개 합친 형태를 행렬(Matrix)라고 한다. c() 함수를 이용한 배열은 한 행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matrix()는 여러 행렬을 사용할 수 있다.
◊ 행렬 데이터 만들기
다음은 1에서 4로 구성된 행렬을 만드는 것을 보여준다. mat1은 4행1열, mat2는 1행4열,
mat3와 mat4는 2행2열로 구성된 행렬을 보여준다. mat4에서 byrow=T 는 데이터를 위쪽 행부터
채우는 것을 지시하는 명령어이다.
mat1 <- matrix(c(1,2,3,4,5,6))
mat2 <- matrix(c(1,2,3,4,5,6), nrow=2)
mat3 <- matrix(c(1,2,3,4,5,6), ncol=2)
mat4 <- matrix(c(1,2,3,4,5,6), nrow=2,ncol=3, byrow=T)
mat1
mat2
mat3
ma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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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플랫으로 표시된다.

> mat1
[,1]
[1,]

1

[2,]

2

[3,]

3

[4,]

4

[5,]

5

[6,]

6

> mat2
[,1] [,2] [,3]
[1,]

1

[2,]

2

3
4

5
6

> mat3
[,1] [,2]
[1,]

1

4

[2,]

2

5

[3,]

3

6

> mat4
[,1] [,2] [,3]
[1,]

1

[2,]

4

2
5

3
6

◊ 행렬의 열에 이름 만들어 붙이기

mat4 <- matrix(c(1,2,3,4), nrow=2, byrow=T)
colnames(mat4) <- c(“a”, “b”)
mat4

> mat4 <- matrix(c(1,2,3,4), nrow=2, byrow=T)
> colnames(mat4) <- c(“a”, “b”)
> mat4
ab
[1,] 1 2
[2,] 3 4

310 데이터로 꿈을 디자인하라

03 오픈소스 R을 활용한 시각화

◊ 행렬 원소의 조회
백터와 마찬가지로 값을 조회하고 싶을 때는 ‘[]’를 사용하지만 열,행의 개념이 더 추가가 된다.( [행,
열]로 이해하면 쉽다)
mat1 <- matrix(c(1,2,3,4,5,6,7,8,9),nrow=3,byrow=T)
colnames(mat1) <- c(“A1”,“A2”,“A3”)
rownames(mat1) <- c(“B1”,“B2”,“B3”)
mat1
mat1[3]
mat1[,2]
mat1[c(1,3),c(1,3)]
mat1[c(“B1”,“B3”),c(“A1”,“A2”)]
mat1[mat1[,2]>4,2]

> mat1 <- matrix(c(1,2,3,4,5,6,7,8,9),nrow=3,byrow=T)
> colnames(mat1) <- c(“A1”,”A2”,”A3”)
> rownames(mat1) <- c(“B1”,”B2”,”B3”)
> mat1
A1 A2 A3
B1 1 2 3
B2 4 5 6
B3 7 8 9
> mat1[3]
[1] 7
> mat1[,2]
B1 B2 B3
2 5 8
> mat1[c(1,3),c(1,3)]
A1 A3
B1 1 3
B3 7 9
> mat1[c(“B1”,”B3”),c(“A1”,”A2”)]
A1 A2
B1 1 2
B3 7 8
> mat1[mat1[,2]>4,2]
B2 B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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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렬데이터 그림 그리기

mat4 <- matrix(c(1,2,3,4), nrow=2, byrow=T)
colnames(mat4) <- c(“a”, “b”)
mat4
barplot(mat4, beside= T)

> colnames(mat4) <- c(“a”, “b”)
> mat4
ab
[1,] 1 2
[2,] 3 4
> barplot(mat4, beside= T)

|| array 이해하기
Matrix()는 2차원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Array()는 데이터를 3차원(가로, 세로, 높이)로 저장하는
형태이다.
다음은 데이터를 3층 구조로 저장하는 것을 보여준다. array3[1,1,3]는 3층 구조에서 1행 1열의 인수
를 찾는 함수이다.

array3 <- array(c(1:12), dim=c(2,2,3))
array3
array3[1,1,3]

1층에는 1에서 4, 2층에는 5에서 8, 3층에는 9에서 12까지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3층에서 1행1
열의 인수는 9로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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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ray3 <- array(c(1:12), dim=c(2,2,3))
> array3
,,1
[,1] [,2]
[1,]

1

[2,]

2

3
4

,,2
[,1] [,2]
[1,]

5

7

[2,]

6

8

,,3
[,1] [,2]
[1,]

9 11

[2,] 10 12
> array3[1,1,3]
[1] 9

|| 데이터프레임 데이터 알아보기
R에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여러 건 동시에 분석할 때 데이터프레임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데이터
베이스에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담아놓고 사용하듯 R에서는 데이터프레임을 사용한다. DBMS에서 컬
럼이라고 부르는 것을 R에서는 라벨이라고 한다.
◊ 데이터프레임 만들기
3개의 벡터를 이용하여 data.frame() 를 사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
banana <- c(100, 120, 130, 140, 150)
cherry <- c(120, 130, 140, 150, 160)
orange <- c(140, 150, 160, 170, 180)
sale_volume <- data.frame(banana, cherry, orange)
sale_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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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sale_volume
banana cherry orange
1

100

120

140

2

120

130

150

3

130

140

160

4

140

150

170

5

150

160

180

◊ 데이터프레임 데이터 조회하기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행보기, 셋째열 보기. 그리고 1과2행을 보기 각각 실행한다.

sale_volume[1,]
sale_volume[,3]
sale_volume[c(1,2), ]

다음은 각각의 결과를 보여준다.

> sale_volume[1,]
banana cherry orange
1

100

120

140

> sale_volume[,3]
[1] 140 150 160 170 180
> sale_volume[c(1,2),]
banana cherry orange
1

100

120

140

2

120

13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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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프레임 합하기
우선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자.

df1 <- data.frame(name=c(‘apple’, ‘banana’, ‘cherry’), price=c(300,200,100))
df2 <-data.frame(name=c(‘apple’, ‘cherry’, ‘berry’), qty=c(10,20,30))
df1
df2

만들어진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 df1
name price

> df2
name qty

1 apple 300

1 apple 10

2 banana 200

2 cherry 20

3 cherry 100

3 berry 30

위에서 만들어진 2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merge()을 사용하여 결합시켜보자. 첫 번째 명령은 df1과
df2 공통으로 있는 컬럼데이터 출력하고, 두 번째 명령은 모두 합하게 하고 데이터 없는 자료는 NA
로 출력한다.

merge(df1,df2)
merge(df1,df2, all=T)

merge(df1,df2)는 두 개의 데이터파일의 name변수에 공통으로 있는 apply과 cherry 데이터만 통
합된다. merge(df1,df2, all=T)는 모든 자료를 통합시키고 빈공간에는 NA로 표시된다.

> merge(df1,df2)
name price qty
1 apple 300 10
2 cherry 100 20

> merge(df1,df2, all=T)
name price qty
1 apple 300 10
2 banana 200 NA
3 cherry 100 20
4 berry

N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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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데이터프레임에 행과 열을 추가하기
기존 데이터 df1에 새로운 데이터 new01을 행(row)에 추가하는 과정이다.

df1 <- data.frame(name=c(‘apple’, ‘banana’, ‘cherry’), price=c(300,200,100))
new01 <- data.frame(name=”mango”, price=400)
df1_1 <-rbind(df1, new01)
df1
new01
df1_1

> df1
name
1 apple

> new01
price
300

name

> df1_1
price

1 mango 400

name
1 apple

price
300

2 banana 200

2 banana 200

3 cherry

3 cherry

100

4 mango

400

100

기존 데이터 df2에 새로운 데이터 new02를 열에 추가하는 명령이다.
df2 <-data.frame(name=c(‘apple’, ‘cherry’, ‘berry’), price=c(300,200,100) )
new02 <- data.frame(qty=c(10,20,30))
df2_1<-cbind(df2, new02)
df2
new02
df2_1

> df2

> new02

name price

qty

> df2_1
name price qty

1 apple 300

1 10

1 apple 300

10

2 cherry 200

2 20

2 cherry 200

20

3 berry

3 30

3 berry 100

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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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프레임 데이터 그리기
데이터프레임 데이터를 barplot로 그리기이다. barplot을 그릴 때는 출력대상이 matrix 형태이어야
하므로 as.matrix가 명령에 포함되어 있다.
barplot(as.matrix(sale_volume))
barplot(as.matrix(sale_volume), beside=T)

다음은 행과 열을 바꾸어 출력하고 싶을 때는 t() 명령어로 행렬을 바꾸어 놓고 barplot()를 사용한다.

t(sale_volume)
barplot(t(sale_volume), beside=T)

> t(sale_volume)
[,1] [,2] [,3] [,4] [,5]
banana 100 120 130 140 150
cherry 120 130 140 150 160
orange 140 150 160 17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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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이해하기

l벡터, 행렬, 배열의 공통점은 모두 동일한 데이터 형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모두 숫자 이거나 모두 문
자여야 한다는 말이다. 반면에 리스트는 다른 유형의 데이터 타입 및 구조를 원소로 저장할 수 있다.
리스트는 list함수를 이용하여 만든다.

|| list 자료 만들어 조회하기
◊ 리스트 생성하기
list01<-list(mat=matrix(c(1,3,5,7,9,11),nrow=3),’text’,vec=c(1,2,3,4),iris=head(iris))
list01
list01$mat
> list01 <-list(name=’James’, address=’Seoul’, tel=’053-712’, pay=500)
> list01
$mat
[,1] [,2]
[1,] 1 7
[2,] 3 9
[3,] 5 11
[[2]]
[1] “text”
$vec
[1] 1 2 3 4
$iris
Sepal.Length
1
5.1
2
4.9
3
4.7
4
4.6
5
5.0
6
5.4

Sepal.Width
3.5
3.0
3.2
3.1
3.6
3.9

> list01$mat
[,1] [,2]
[1,] 1 7
[2,] 3 9
[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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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al.Length
1.4
1.4
1.3
1.5
1.4
1.7

Petal.Width
0.2
0.2
0.2
0.2
0.2
0.4

Species
setosa
setosa
setosa
setosa
setosa
setosa

◊ 위치 조회하기
다른 데이터 구조와 다르게 ‘[[]]’처럼 특이한 호출 구조를 갖는다.
list[1]은 첫 번째 객체를 보는 목록의 의미이고 list[[1]]는 첫 번째 객체를 호출하는 호출의 의미이다.
데이터 프레임처럼 ‘$’를 사용하여 이름으로 호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list01$vec
list01[1]
list01[[1]]
list01[1][1,2]
list01[[1]][1,2]

그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 list01$vec
[1] 1 2 3 4
> list01[1]
$mat
[,1] [,2]
[1,]

1

7

[2,]

3

[3,]

5 11

9

> list01[[1]]
[,1] [,2]
[1,]

1

7

[2,]

3

[3,]

5 11

9

> list01[1][1,2]
Error in list01[1][1, 2] : incorrect number of dimensions
> list01[[1]][1,2]
[1] 7

데이터 프레임과 같이 ‘$’로 원소를 호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객체를 불러온 것이 아닌 목록을 불러온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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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요소 추가
기존에 생성한 list에 birth를 추가하여 정보를 입력한다.

list01$birth <- ‘1975-10-23’
list01

> list01$birth <- ‘1975-10-23’
> list01
$mat
[,1] [,2]
[1,]

1

[2,]

3

7

[3,]

5 11

9

[[2]]
[1] “text”
$vec
[1] 1 2 3 4
$iris
Sepal.Length

Sepal.Width

Petal.Length

Petal.Width

Species

1

5.1

3.5

1.4

0.2

setosa

2

4.9

3.0

1.4

0.2

setosa

3

4.7

3.2

1.3

0.2

setosa

4

4.6

3.1

1.5

0.2

setosa

5

5.0

3.6

1.4

0.2

setosa

6

5.4

3.9

1.7

0.4

setosa

$birth
[1] “197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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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요소 삭제
특정 요소를 삭제할 시에는 NULL을 이용하면 된다.

list01[c(1,4)] <- NULL
list01

> list01[c(1,4)] <- NULL
> list01
[[1]]
[1] “text”
$vec
[1] 1 2 3 4

|| 기본 연산 해보기
R의 기본 연산자 및 기본 통계함수를 활용한 계산을 해보자. 계산식은 ()’로 묶으면 우선순위로 인식
하여 계산하게 된다. 아래 기본 연산자 및 통계함수를 살펴보자.
+

덧셈 결과를 출력함

-

뺄셈 결과를 출력함

*

곱셈 결과를 출력함

/

나눗셈 결과를 출력함

%/%

나눗셈 이후의 몫을 출력함

%%

나눗셈 이후의 나머지를 출력함

^ , **

거듭제곱 결과를 출력함

sqrt()

‘()’안의 루트 계산 결과를 출력함

sum()

‘()’안의 합 계산 결과를 출력함

max()

‘()’안에서 가장 큰 값을 출력함

min()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을 출력함

mean()

‘()’안의 평균 계산 결과를 출력함

var()

‘()’안의 분산 계산 결과를 출력함

sd()

‘()’안의 표준편차 계산 결과를 출력함

median()

‘()’안의 값들 중 중앙값을 출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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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1,2,3,4,5,6)
b<-c(7,8,9,10)
mat<-matrix(a,nrow=3)
a+3
b**3
a*b
mat*mat
(a+b)/3
a%/%max(mat)
mean(a+b)

위 명령문의 실행 결과는 아래와 같다.

a<-c(1,2,3,4,5,6)
> b<-c(7,8,9,10)
> mat<-matrix(a,nrow=3)
> a+3
[1] 4 5 6 7 8 9
> b**3
[1] 343 512 729 1000
> a*b
[1] 7 16 27 40 35 48
Warning message:
In a * b : longer object length is not a multiple of shorter object length
> mat*mat
[,1] [,2]
[1,]

1 16

[2,]

4 25

[3,]

9 36

> (a+b)/3
[1] 2.666667 3.333333 4.000000 4.666667 4.000000 4.666667
Warning message:
In a + b : longer object length is not a multiple of shorter object length
> a%/%max(mat)
[1] 0 0 0 0 0 1
> mean(a+b)
[1] 11.66667
Warning message:
In a + b : longer object length is not a multiple of shorter object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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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message:
In a + b : longer object length is not a multiple of shorter object length
위 와 같은 경고메세지가 뜨는 이유는 ‘재활용 규칙’ 때문이다.

데이터구조와 데이터구조 사이의 계산에서 서로 크기가 맞지 않을 경우 부족한 부분을 다시 기존
데이터로 채워 넣어서 계산한다.

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를 명령어로 만들어보자.
(,π=pi로 입력, x는 1,2,3을 갖는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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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분석도구 R과 친해지기
데이터 다루기
|| Data 읽고 저장하기
위에서 만든 sale_volume 파일을 write.csv() 명령을 사용하여 csv 파일로 저장하고, 다시 불러와서
sale라는 이름으로 호출한다.

banana <- c(100, 120, 130, 140, 150)
cherry <- c(120, 130, 140, 150, 160)
orange <- c(140, 150, 160, 170, 180)
sale_volume <- data.frame(banana, cherry, orange)
write.csv(sale_volume, “c:/datamba/sale_volume.csv”)
sale <- read.csv(“c:/datamba/sale_volume.csv”, header = T)
sale

> write.csv(sale_volume, “c:/datamba/sale_volume.csv”)
> sale <- read.csv(“c:/datamba/sale_volume.csv”, header = T)
> sale
X
1

banana cherry

1

100

120

orange
140

2 2

120

130

150

3 3

130

140

160

4 4

140

150

170

5 5

150

160

180

같은 파일을 txt 파일로 저장하고 다시 불러와서 volume 이라는 이름으로 호출한다.

write.table(sale_volume, “c:/datamba/sale_volume.txt”)
volume <- read.table(“c:/datamba/sale_volume.txt”, header = T)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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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table(sale_volume, “c:/datamba/sale_volume.txt”)
> volume <- read.table(“c:/datamba/sale_volume.txt”, header = T)
> volume
banana cherry orange
1

100

120

140

2

120

130

150

3

130

140

160

4

140

150

170

5

150

160

180

|| 데이터 삭제
1에서 10까지 데이터를 생성하여 a 객체에 저장한다. 현재 생성된 객체 a를 제거하려면 rm(a) 사용한다.

a <- 1:10
a
rm(a)
a

> a <- 1:10
>a
[1] 1 2 3 4 5 6 7 8 9 10
> rm(a)
>a
Error: object ‘a’ not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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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추출 subset
원래의 데이터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작업을 할 때 subset() 함수를 사용한다. 데이터에서 Ozone과
Temp 만을 추출하되 Temp가 80 이상인 것을 추출하는 명령이다.

data(airquality)
head(airquality)
air <- subset(airquality, Temp>80, select=c(Ozone, Temp))
head(air, n=2)

결과는 원래의 파일에서 두 개의 변수와 Temp>80 인 데이터가 추출되어 나온다. 이러한 추출함수는
원래의 데이터셋 중에서 일부만을 분석에 이용할 때 사용되며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

> data(airquality)
> head(airquality)
Ozone Solar.R
1

41

2

36

3

12

190

Wind

Temp Month

Day

7.4

67

5

1

118

8.0

72

5

2

149

12.6

74

5

3

4

18

313

11.5

62

5

4

5

NA

NA 1

4.3

56

5

5

6

28

NA 1

4.9

66

5

6

> air <- subset(airquality, Temp>80, select=c(Ozone, Temp))
> head(air, n=2)
Ozone Temp
29

45 81

35

NA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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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subset()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data(airquality)
air1 <- subset(airquality, Temp>80, select=c(Ozone, Temp))
head(air1,n=3)
air2 <- subset(airquality, Day==1, select=Temp)
head(air2,n=3)
air3 <- subset(airquality, select=Ozone:Wind)
head(air3,n=3)
air4 <- subset(airquality, Month==5, select=-c(Wind,Day))
head(air4,n=3)

> data(airquality)
> air1 <- subset(airquality, Temp>80, select=c(Ozone, Temp))
> head(air1,n=3)
Ozone Temp
29

45 81

35

NA 84

36

NA 85

> air2 <- subset(airquality, Day==1, select=Temp)
> head(air2,n=3)
Temp
1

67

32 78
62 84
> air3 <- subset(airquality, select=Ozone:Wind)
> head(air3,n=3)
Ozone

Solar.R

Wind

1

41

190

7.4

2

36

118

8.0

3

12

149

12.6

> air4 <- subset(airquality, Month==5, select=-c(Wind,Day))
> head(air4,n=3)
Ozone

Solar.R

Temp

Month

1

41

190

67

5

2

36

118

72

5

3

12

149

7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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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확인 및 NA 제거(대체)

보통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전, NA가 있는지 확인한 후 제거 혹은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우선 NA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생성해보자.

data(iris)
na_iris <- iris[1:10,]
na_iris[c(1,2,6,10),2] <- NA
na_iris[c(2,3,7),3] <- NA
na_iris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 data(iris)
> na_iris <- iris[1:10,]
> na_iris[c(1,2,6,10),2] <- NA
> na_iris[c(2,3,7),3] <- NA
> na_iris
Sepal.Length Sepal.Width Petal.Length Petal.Width Species
1

5.1

NA

1.4

0.2 setosa

2

4.9

NA

NA

0.2 setosa

3

4.7

3.2

NA

0.2 setosa

4

4.6

3.1

1.5

0.2 setosa

5

5.0

3.6

1.4

0.2 setosa

6

5.4

NA

1.7

0.4 setosa

7

4.6

3.4

NA

0.3 setosa

8

5.0

3.4

1.5

0.2 setosa

9

4.4

2.9

1.4

0.2 setosa

10

4.9

NA

1.5

0.1 set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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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확인 : is.na()
대부분의 데이터는 NA가 존재하는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is.na
명령어를 활용해 NA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is.na(na_iris)
is.na(na_iris$Sepal.Width)
na_iris[is.na(na_iris$Sepal.Width),]
sum(is.na(na_iris))
sum(is.na(na_iris$Sepal.Width))

> is.na(na_iris)
Sepal.Length

Sepal.Width

Petal.Length

Petal.Width

Species

1

FALSE

TRUE

FALSE

FALSE

FALSE

2

FALSE

TRUE

TRUE

FALSE

FALSE

3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4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5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6

FALSE

TRUE

FALSE

FALSE

FALSE

7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8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9

FALSE

FALSE

FALSE

FALSE

FALSE

10

FALSE

TRUE

FALSE

FALSE

FALSE

> is.na(na_iris$Sepal.Width)
[1] TRUE TRUE FALSE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FALSE TRUE
> na_iris[is.na(na_iris$Sepal.Width),]
Sepal.Length

Sepal.Width

Petal.Length

1

5.1

NA

1.4

0.2

setosa

2

4.9

NA

NA

0.2

setosa

6

5.4

NA

1.7

0.4

setosa

NA

1.5

0.1

setosa

10

4.9

Petal.Width

Species

> sum(is.na(na_iris))
[1] 7
> sum(is.na(na_iris$Sepal.Width))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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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처리
NA를 확인한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보통은 na.omit()명령어를 통해 NA가
있는 행을 제거하거나 NA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na_iris_1 <- na.omit(na_iris)
head(na_iris_1, n=4)
mean(na_iris$Sepal.Width)
mean(na_iris$Sepal.Width,na.rm=T)
na_iris_2 <- na_iris
na_iris_2[is.na(na_iris_2)] <- 0
head(na_iris_2, n=4)
na_iris_3 <- na_iris
na_iris_3$Sepal.Width[is.na(na_iris_3$Sepal.Width)] <- mean(na_iris_3$Sepal.Width,na.rm=T)
head(na_iris_3, n=4)

> na_iris_1 <- na.omit(na_iris)
> head(na_iris_1, n=4)
Sepal.Length Sepal.Width Petal.Length Petal.Width Species
4
4.6
3.1
1.5
0.2
setosa
5
5.0
3.6
1.4
0.2
setosa
8
5.0
3.4
1.5
0.2
setosa
9
4.4
2.9
1.4
0.2
setosa
> mean(na_iris$Sepal.Width)
[1] NA
> mean(na_iris$Sepal.Width,na.rm=T)
[1] 3.266667
> na_iris_2 <- na_iris
> na_iris_2[is.na(na_iris_2)] <- 0
> head(na_iris_2, n=4)
Sepal.Length Sepal.Width Petal.Length Petal.Width Species
1
5.1
0.0
1.4
0.2
setosa
2
4.9
0.0
0.0
0.2
setosa
3
4.7
3.2
0.0
0.2
setosa
4
4.6
3.1
1.5
0.2
setosa
> na_iris_3 <- na_iris
> na_iris_3$Sepal.Width[is.na(na_iris_3$Sepal.Width)] <- mean(na_iris_3$Sepal.Width,na.rm=T)
> head(na_iris_3, n=4)
Sepal.Length Sepal.Width Petal.Length Petal.Width Species
1
5.1
3.266667
1.4
0.2
setosa
2
4.9
3.266667
NA
0.2
setosa
3
4.7
3.200000
NA
0.2
setosa
4
4.6
3.100000
1.5
0.2
set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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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벡터 또는 행렬에 주어진 함수를 적용한 뒤 결과를 벡터, 배열 또는 리스트로 반환한다. 패러매터는
apply(행렬, 방향, 함수) 이고 방향1:행, 2:열을 나타낸다.

M <- matrix(1:9, ncol=3)
M
apply(M,1,sum)
apply(M,2,sum)

> M <- matrix(1:9, ncol=3)
>M
[,1] [,2] [,3]
[1,]

1

[2,]

2

4
5

7
8

[3,]

3

6

9

> apply(M,1,sum)
[1] 12 15 18
> apply(M,2,sum)
[1] 6 15 24

R 내장 데이터인 iris를 사용하여 apply() 함수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data(iris)
apply(iris[,1:4],2,sum)
apply(iris[,1:4],2,mean)

> data(iris)
> apply(iris[,1:4],2,sum)
Sepal.Length
876.5

Sepal.Width

Petal.Length

Petal.Width

458.6

563.7

179.9

Sepal.Width

Petal.Length

Petal.Width

3.057333

3.758000

1.199333

> apply(iris[,1:4],2,mean)
Sepal.Length
5.843333

공공데이터 READY to START

331

sapply() & lapply() & tapply()
|| sapply()
apply와 유사하지만 결과를 행렬, 벡터 등으로 결과 반환한다. sapply()에서 반환한 벡터는 as.data.
frame()을 사용해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할 수 있다. t(x)는 전치행렬을 의미한다.

data(iris)
x <- sapply(iris[, 1:4], mean)
as.data.frame(x)
as.data.frame(t(x))

> x <- sapply(iris[, 1:4], mean)
> as.data.frame(x)
x
Sepal.Length 5.843333
Sepal.Width 3.057333
Petal.Length 3.758000
Petal.Width 1.199333
> as.data.frame(t(x))
1

Sepal.Length

Sepal.Width

Petal.Length

Petal.Width

5.843333

3.057333

3.758

1.199333

|| lapply()
sapply와 거의 동일하지만 결과를 리스트로 반환한다.
data(iris)
y <- lapply(iris[, 1:4], mean)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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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iris)
> x <- lapply(iris[, 1:4], mean)
>x
$Sepal.Length
[1] 5.843333
$Sepal.Width
[1] 3.057333
$Petal.Length
[1] 3.758
$Petal.Width
[1] 1.199333

|| tapply()
벡터에 있는 데이터를 특정기준에 따라 그룹으로 묶은 뒤 각 그룹마다 주어진 함수를 적용하고 그 결
과를 반환한다.

head(iris)
tapply(iris$Sepal.Length, iris$Species, mean)

> tapply(iris$Sepal.Length, iris$Species, mean)
setosa versicolor virginica
5.006

5.936

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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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선택과 전처리
데이터 편집에서 불러오기를 선택한다. 공공데이터에서 ‘인구’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 인구관련 파일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2014년 11월 인구현황’을 선택한다.

원본데이터 링크를 클릭하여 데이터를 원하는 폴더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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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한 데이터를 read.csv() 함수를 이용하여 불러들여서 pop_daegu 객체에 할당한다. 그리고
head(pop_daegu)으로 상위 6개의 데이터를 확인한다.

pop_daegu <- read.csv(“c:/datania/2014년11월말기준대구북인구현황.csv”, header=T)
head(pop_daegu)

데이터를 보면 1000자리에 (,)로 구분되어 있다.

통

반

X3월말 세대수

X3월말 인구수

남

여

전월대비세대증감

전월대비인구증감

1고성동

구...분

19

110

2,983

6,580

3,316

3,264

-2

9

2칠성동

36 232

8,477

21,739

10,599

11,140

37

86

3 침산1동

18

2,288

5,313

2,803

2,510

1

-20

87

4 침산2동

22 140

5,788

17,267

8,487

8,780

10

17

5 침산3동

30 204

7,480

22,031

10,795

11,236

-2

-11

6 노원동

32

5,279

11,515

6,126

5,389

31

22

172

(,)를 제거하기 위해 파일을 저장하고 엑셀을 열어 자리수를 제거한다.

write.csv(pop_daegu, “c:/datania/pop_daegu.csv”)

C:/datania에 저장된 파일을 열어서 1000자리 (,)를 제거하고 저장한다. 아래 왼편 그림은 세자리(,)
가 있는 데이터이고, 오른쪽은 세자리(,)가 제거된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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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_daegu <- read.csv(“c:/datania/pop_daegu.csv”, header=T)
head(pop_daegu)

X 구...분

통

반

X3월말 세대수

1 1 고 성 동 19

110

2983

6580

3316

3264

-2

9

2 2 칠 성 동 36

232

8477

21739

10599

11140

37

86

3 3 침산1동 18

87

2288

5313

2803

2510

1

-20

4 4 침산2동 22

140

5788

17267

8487

8780

10

17

5 5 침산3동 30

204

7480

22031

10795

11236

-2

-11

6 6 노원동

172

5279

11515

6126

5389

31

22

32

X3월말 인구수

남

여

전월대비세대증감

전월대비인구증감

dim()은 객체의 차원수, class()는 데이터 구조, str()은 객체의 내부구조, levels()은 팩터에서 레벨
의 목록을 반환한다.

dim(pop_daegu)
class(pop_daegu)
str(pop_daegu)

dim(pop_ansan)에서 31개 동과 7개 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class(pop_ansan)에서 데이터프레임
구조를, str(pop_ansan)은 각 변수가 int(정수)와 factor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동명은 총 31개
의 동명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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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m(pop_daegu)
[1] 24 11
> class(pop_daegu)
[1] “data.frame”
> str(pop_daegu)
‘data.frame’:24 obs. of 11 variables:
$X

: int 1 2 3 4 5 6 7 8 9 10 ...

$ 구...분

: Factor w/ 24 levels “검 단 동”,”고 성 동”,..: 2 19 20 21 22 7 13 14 15 16 ...

$통

: int 19 36 18 22 30 32 27 21 24 21 ...

$반

: num 110 232 87 140 204 172 159 142 127 126 ...

$ X3월말.세대수

: num 2983 8477 2288 5788 7480 ...

$ X3월말인구수

: num 6580 21739 5313 17267 22031 ...

$남

: num 3316 10599 2803 8487 10795 ...

$여

: num 3264 11140 2510 8780 11236 ...

$ 전월대비세대증감 : int -2 37 1 10 -2 31 2 20 3 3 ...
$ 전월대비인구증감 : int 9 86 -20 17 -11 22 -32 27 -42 -7 ...
$ 데이터기준일자

: Factor w/ 1 level “2014-11-30”: 1 1 1 1 1 1 1 1 1 1 ...

‘pop_daegu$세대수‘는 각 동별 세대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mean(pop_daegu$세대수)는 평균세
대수를 나타낸다 . 아래 결과에서 각동의 평균세대수는 7221 가구임을 알 수 있다.

pop_daegu$X3월말.세대수
mean(pop_daegu$X3월말.세대수)

> pop_daegu$X3월말.세대수
[1] 2983 8477 2288 5788 7480 5279 5687 4718 4762 4424 7907 3827 11191 3314
[15] 11672 7098 8953 9364 13643 7937 10585 10523 9665 167565
> mean(pop_daegu$X3월말.세대수)
[1] 139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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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_daegu[-11]은 데이터에서 6번째 열을 제거하라는 것이며, pop_ansan[-24, ]는 24번째 행을
제거하라는 명령이다. pop <- pop_daegu[-24,-11 ]는 24행과 11열을 제거한 데이터를 pop 객체
에 넣는다. 이후 분석에서 pop을 사용한다.

pop_daegu[-11]
pop_daegu[-24, ]
pop <- pop_daegu[-24,-11 ]
pop

pop_ansan[-11] 의 결과 원 데이터에 있던 “데이터 기준일자”가 포함된 열이 제거되었고
pop_ansan[-24, ] 결과 24번째 행이 제거되었다.

> pop_daegu[-11]

1

X

구...분 통

반

1

고 성 동 19

110

X3월말.세대수 X3월말인구수

남

여

전월대비세대증감

전월대비인구증감

2983

6580

3316

3264

-2

9

2

2 칠 성 동 36 232

8477

21739

10599

11140

37

86

3

3

2288

5313

2803

2510

1

-20

4

4 침산2동 22 140

5788

17267

8487

8780

10

17

5

5 침산3동 30 204

7480

22031

10795

11236

-2

-11

6

6

5279

11515

6126

5389

31

22

8953

23280

11778

11502

8

-39

18 18 태전2동 35 230

9364

25592

12767

12825

8

13

19 19 구 암 동 46 326

13643

41508

20667

20841

5

-14

20 20 관 음 동 29 192

7937

20978

10496

10482

-5

-87

21 21 읍 내 동 40 233

10585

29182

14561

14621

-9

-35

22 22 동 천 동 33 249

10523

32319

15828

16491

-24

-74

23 23 국 우 동 34 210

9665

26744

13412

13332

61

88

침산1동 18

노원동 32

87

172

> pop_daegu[-24, ]

17 17 태전1동 31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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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분석
|| R에서 기초분석
length(pop$구...분)
sum(pop$X3월말.세대수)
mean(pop$X3월말.세대수)
min(pop$X3월말.세대수)
median(pop$X3월말.세대수)
max(pop$X3월말.세대수)
var(pop$X3월말.세대수)
sd(pop$X3월말.세대수)
summary(pop$X3월말.세대수)

> length(pop$구...분) # number of observation
[1] 23
> sum(pop$X3월말.세대수)
[1] 167565
> mean(pop$X3월말.세대수)
[1] 7285.435
> min(pop$X3월말.세대수)
[1] 2288
> median(pop$X3월말.세대수)
[1] 7480
> max(pop$X3월말.세대수)
[1] 13643
> var(pop$X3월말.세대수)
[1] 9660860
> sd(pop$X3월말.세대수)
[1] 3108.192
> summary(pop$X3월말.세대수)
Min.
2288

1st Qu. Median Mean
4740

7480

7285

3rd Qu. Max.
9514

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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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요약 함수

pop <- pop_daegu[-24,-11 ]
head(pop)

> pop <- pop_daegu[-24,-11 ]
> head(pop)
X		 구...분
1

통

반

1 고 성 동 19

110

X3월말.세대수 X3월말인구수

남

여

전월대비세대증감

전월대비인구증감

2983

6580

3316

3264

-2

9

2

2 칠 성 동 36 232

8477

21739

10599

11140

37

86

3

3 침산1동 18

2288

5313

2803

2510

1

-20

4

4 침산2동 22 140

5788

17267

8487

8780

10

17

5

5 침산3동 30 204

7480

22031

10795

11236

-2

-11

6

6 노원동 32 172

5279

11515

6126

5389

31

22

87

summary(pop[, 5:10])

> summary(pop[, 5:10])
X3월말.세대수

X3월말인구수

남

여

전월대비세대증감

전월대비인구증감

Min. : 2288

Min. : 5313

Min. : 2803

Min. : 2510

Min. :-24.00

Min. :-87.00

1st Qu.: 4740

1st Qu.:10754

1st Qu.: 5520

1st Qu.: 5118

1st Qu.: -0.50

1st Qu.:-33.50

Median : 7480 Median :19683

Median : 9891

Median : 9792

Median : 4.00

Median : -7.00

Mean : 7285

Mean :19324

Mean : 9684

Mean : 9640

Mean : 16.35

Mean : 11.39

3rd Qu.: 9514

3rd Qu.:26168

3rd Qu.:13090

3rd Qu.:13078

3rd Qu.: 18.00

3rd Qu.: 19.50

Max. :13643

Max. :41508

Max. :20667

Max. :20841

Max. :195.00

Max. :408.00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기초분석
데이터 편집에 나타난 데이터셋 25열이 있는 총계를 지운다. 25줄 행에서 드래그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pop-up이 나타나면 ‘Remove row’를 선택한다. 그러면 25줄 행이 지워진다. 데이터
편집화면에서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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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분석방법이 나타나는데 우선 기초분석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기초분석 결과가 화면으로
나타나는데 COUNT, SUM, MEAN, MIN, MEDIAN, MAX, VAR, STD의 결과값이 각 변수별로 나타
난다.

빈도분석
|| R에서 빈도분석 해보기
빈도분석을 위하여 인구데이터를 일부 추출하여 fre_data를 만든다. 원래의 데이터에서 1에서 10행까지,
그리고 2, 7.8 열을 선택한다.
fre_data <- pop[1:10, c(2,7:8)]
fre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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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_data <- pop[1:10, c(2,7:8)]
> fre_data
구...분

남

여

1

고 성 동 3316

3264

2

칠 성 동 10599

11140

3

침산1동 2803

2510

4

침산2동 8487

8780

5

침산3동 10795

11236

6

노원동

6126

5389

7

산격1동 5896

5969

8

산격2동 6550

6459

9

산격3동 4809

4738

10 산격4동 5144

4848

reshape2에 있는 melt()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변환한다.

library(reshape2)
fre_data_m <- melt(fre_data, id.var=1)
fre_data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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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rary(reshape2)
> fre_data_m <- melt(fre_data, id.var=1)
> fre_data_m
구...분 variable value
1

고성동

남

3316

2

칠성동

남

10599

3

침산1동

남

2803

4

침산2동

남

8487

5

침산3동

남

10795

6

노원동

남

6126

7

산격1동

남

5896

8

산격2동

남

6550

9

산격3동

남

4809

10 산격4동

남

5144

11

고성동

여

3264

12 칠 성 동

여

11140

13 침산1동

여

2510

14 침산2동

여

8780

15 침산3동

여

11236

16 노원동

여

5389

17 산격1동

여

5969

18 산격2동

여

6459

19 산격3동

여

4738

20 산격4동

여

4848

변환된 데이터 중에서 variable에 포함된 남녀의 빈도를 카운트 한다.
table(fre_data_m$variable)

> table(fre_data_m$variable)

남여
10 10

fre_data_m을 ‘c:/datania/’에 저장한다.
write.csv(fre_data_m, “c:/datania/fre_data_m.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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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해보기
불러오기를 선택하고 직접 불러오기를 선택한다.

파일이 저장된 폴더에서 파일을 불러온다.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한다.

화면에서 분석하기를 선택하고 분석방법을 선택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분석데이터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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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분석
|| 상관계수의 의미
상관관계분석은 두 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 관련성을 의미하
며 이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피어슨 상관계수, 스피어만 상관계수, 켄달의 상관계수 등이 있다. 상관계
수 값이 크면 데이터 간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인과관계
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관계수와 관련하여 공분산의 의미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표
준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 공분산은 두 변수가 얼마나 함께 변하는지를 측정한다. 한 변수가 커질 때
다른 변수가 함께 커지거나, 함께 작아지면 공분산은 양의 관계를 가진다. 반대인 경우에는 음의 관계
를 가진다.

|| 공분산과 상관계수
head(pop)
cov(pop$X3월말.세대수, pop$X3월말인구수)
cor(pop$X3월말.세대수, pop$X3월말인구수)

> head(pop)
X 구...분

통

반

X3월말.세대수 X3월말인구수

남

여

전월대비세대증감 전월대비인구증감

1 1 고성동

19

110

2983

6580

3316

3264

-2

9

2 2 칠성동

36

232

8477

21739

10599

11140

37

86

3 3 침산1동

18

87

2288

5313

2803

2510

1

-20

4 4 침산2동

22

140

5788

17267

8487

8780

10

17

5 5 침산3동

30

204

7480

22031

10795

11236

-2

-11

6 6 노원동

32

172

5279

11515

6126

5389

31

22

> cov(pop$X3월말.세대수, pop$X3월말인구수)
[1] 30136687

> cor(pop$X3월말.세대수, pop$X3월말인구수)
[1] 0.984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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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pop)
head(pop[, 5:8])
cor(pop[, 5:8])

> head(pop)

X 구...분 통 반 X3월말.세대수 X3월말인구수

남

여

전월대비세대증감

전월대비인구증감

2983

6580

3316

3264

-2

9

2 2 칠 성 동 36 232

8477

21739

10599

11140

37

86

3 3 침산1동 18 87

2288

5313

2803

2510

1

-20

1 1 고 성 동 19 110

4 4 침산2동 22 140

5788

17267

8487

8780

10

17

5 5 침산3동 30 204

7480

22031

10795

11236

-2

-11

6 6 노원동 32 172

5279

11515

6126

5389

31

22

> head(pop[, 5:8])
X3월말.세대수

X3월말인구수

남

여

1

2983

6580

3316

3264

2

8477

21739

10599

11140

3

2288

5313

2803

2510

4

5788

17267

8487

8780

5

7480

22031

10795

11236

6

5279

11515

6126

5389

X3월말인구수

남

> cor(pop[, 5:8])
X3월말.세대수

여

X3월말.세대수

1.0000000

0.9841773

0.9860769

0.9813935

X3월말인구수

0.9841773

1.0000000

0.9995040

0.9995309

남

0.9860769

0.9995040

1.0000000

0.9980706

여

0.9813935

0.9995309

0.9980706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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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계수 그림으로 보기

library(corrgram)
corrgram(pop[, 5:8], upper.panel = panel.conf)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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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
|| ‘인구’ 데이터 활용하여 R에서 군집분석

pop_daegu <- read.csv(“c:/datania/pop_daegu.csv”, header=T)
pop_clu <- pop_daegu[ -24, 5:8 ]
head(pop_clu)

> pop_daegu <- read.csv(“c:/datania/pop_daegu.csv”, header=T)
> pop_clu <- pop_daegu[ -24, 5:8 ]
> head(pop_clu)
X3월말.세대수

X3월말인구수

남

여

1

2983

6580

3316

3264

2

8477

21739

10599

11140

3

2288

5313

2803

2510

4

5788

17267

8487

8780

5

7480

22031

10795

11236

6

5279

11515

6126

5389

library(rpart)
kc <- kmeans(pop_clu, 3)
kc

348 데이터로 꿈을 디자인하라

05 분석도구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

> library(rpart)
> kc <- kmeans(pop_clu, 3)
> kc
K-means clustering with 3 clusters of sizes 12, 11, 1

Cluster means:
X3월말.세대수

X3월말인구수

남

여

1

9715.667

27137.08

13528.083

13609.000

2

4634.273

10801.09

5490.364

5310.727

3

167565.000

444457.00

222731.000

221726.000

Clustering vector:
[1] 2 1 2 2 1 2 2 2 2 2 2 2 1 2 1 1 1 1 1 1 1 1 1 3

Within cluster sum of squares by cluster:
[1] 698440527 272492228

0

(between_SS / total_SS = 99.7 %)

Available components:

[1] “cluster”

“centers”

[7] “size”

“iter”

“totss”

“withinss”

“tot.withinss” “betweenss”

“ifault”

plot(pop_clu, col=kc$cluster)
plot(pop_clu[c(“남”, “여”)], col=kc$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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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write.csv(pop_clu, “c:/datania/pop_clu.csv”)

|| ‘인구’ 데이터 활용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군집분석
불러오기를 선택하고 직접 불러오기를 선택한다.

파일이 저장된 폴더에서 파일을 불러온다. c:/datania/pop_clu.csv”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한다.

화면에서 분석하기를 선택하고 분석방법을 선택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분석데이터에서 확인한다.

350 데이터로 꿈을 디자인하라

05 분석도구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

공공데이터 READY to START

351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