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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책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 재편
- 공공기관이 지킬 의무사항 위주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 - 기술변화 등에 따른 개정수요는 ‘실무 자료’에 빠르게 반영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는

공공데이터법 제 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안부 고시 을 개정하여

그동안

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일 화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하

관리지침 은 사례별 예시

해설 등을 망라한 매뉴얼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킬 의무사항 위주로 조문화되었다
조문화되지 않은 예시 해설 등은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실무 매뉴얼 이하 실무 매뉴얼 로
재편되어 수시로 발생되는 개정수요가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별도 운영되던 공공데이터 관련 각종 행정규칙* 및 가이드**가
관리지침 과 실무 매뉴얼 로 통합되었다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 등록 가이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개정된 관리지침은 총

개의 장과

공공데이터 관리의 기본원칙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단계별 기준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 유사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또한 그간 논의되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개선사항이 관리지침에
새롭게 반영되었다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
할 것이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었다
아울러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 에도 등록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의
일부 항목이 임의로 대체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하였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원천데이터 개방 및 일관성

있는 데이터 개방으로 수요자가 공공데이터를 다방면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행정규칙
가이드가 체계적으로 통합 정리되어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개방
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고 밝혔다
덧붙여

급격히 발생하는 기술변화 등을 실무 매뉴얼에 빠르게

반영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참고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구성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