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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it a major national task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creative economy, such as creating new industries and jobs, by encouraging the private opening and 

utilization of public data. The Korean government is promoting public data quality improvement through 

activities such as conducting public data quality management level evaluation for high-quality public 

data retention.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in diagnosis results depending on the understanding and 

data expertise of users of the public data quality diagnosis tool.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diagnosis results. This paper proposes a public data quality management level evaluation 

domain rule mapping model applicable to validation diagnosis among the data quality diagnosis 

standards. This increases the stability and accuracy of public data quality diagnosis. 

▸Key words: Public data, Data quality, Quality improvement, Standards for public data quality diagnosis, 

Quality diagnosis, Open data

[요   약]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활성화

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그리고 고품질 공공데이터 보유를 위해 공공데이

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진행 등의 활동을 통해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품

질진단 도구 사용자의 데이터 전문성, 이해도에 따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격차

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단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데이터 이해도가 낮은 사

용자의 진단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중 유효성 진단에 적용 

가능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도메인규칙 매핑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모델에 실제 데

이터를 적용한 결과 공공데이터 품질진단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공공데이터, 데이터품질, 품질개선,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품질진단, 개방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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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공공데이터를 수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

다.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였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을 도와 창조경제 활성

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1-3]. 정부는 데이터를 축적, 분석하여 인공지능/네트워

크/데이터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댐 사업을 진

행하며 공공데이터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

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한 데이터의 저품질 문

제로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4-5].

데이터 품질은 ‘특정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암

시적, 명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능력’을 

뜻한다[6]. G8 오픈 데이터 헌장(G8 Open Data Charter)

은 개방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데이터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7-8]. 정부는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

정안전부는 각 기관에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를 제공하

여 공공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은 2016년부터 매년 품질관

리 수준평가를 진행하여 공공데이터의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9-11]. 그러나 사용자가 데이터품질 

진단규칙을 직접 지정해야 하는 품질진단 도구의 특성상, 

품질진단을 수행하는 담당자 개인별 품질진단 개념과 데

이터 대한 이해도 격차로 인하여 진단결과의 신뢰성이 떨

어지고 진단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한다[12]. 동일한 DB를 진단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이해

도가 낮을수록 데이터별 적절한 진단규칙을 설정하는 것

에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고득점을 받기 불리하기 때

문이다. 

본 논문은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

해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데이

터 품질진단 도구 사용자의 진단규칙설정을 하여, 공공데

이터 품질진단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수준평가 도메인규칙 매핑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

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장에서 관련 연구에 대해 논

의한다. 3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도메인규칙 매핑 모델을 논의한다. 4장에서 데

이터를 적용하여 제안된 모델을 검증한다. 5장을 끝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Public data quality diagnosis criteria

품질진단 기준이란 데이터가 사용되는 목적을 충족시키

기 위해 품질점검을 통하여 관리되어야 하는 진단 기준이

다. 2021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의 품질진단 기

준은 크게 정합성 진단, 완결성 진단, 유효성 진단으로 나

뉜다. 정합성 진단은 데이터의 특성별로 진단기준이 달라

지고, 완결성 진단은 오류율 산정 시 제외되는 기준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Table 1. 은 2021년 공공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서 지정한 품질진단 기준 중 

유효성 진단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13]. 

Validation 

diagnosis 

types

Explanation

Date 

domain

Measurement of data errors where 

date data values are out of valid range 

or format is out of standard

Number

domain

Error measurements when number 

generation rules are violated

Whether

domain

Measurement of data errors outside 

the range of valid values

Code

domain

Measurement of data errors other than 

code values defined by the source DB 

as standard

Amount

domain

Measurement of data errors that contain 

characters other than amount data

Quantity

domain

Measurement of data errors with 

characters other than quantity data

Percentage

domain

Measurement of data errors that 

contain non-rate characters

Table 1. Public data quality indicator

유효성 진단은 도메인규칙 진단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속성값으로 저장된 값이 속성 도

메인이 부합하는 유효한 값인가를 진단한다. 예를 들어 날

짜 도메인으로 지정된 ‘저장연도’ 컬럼 내에 ‘YYYY’ 형식 

외에 ‘YYYYMM’ 등의 다른 형식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데

이터 무결성을 위배한 데이터이므로 오류데이터로 판별한

다. 수량 도메인으로 지정된 컬럼 내에 영문,한글 등 숫자

가 아닌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오류데이터로 판별한다. 여

부 도메인으로 지정된 컬럼 내에 Y/N, 0/1 등 지정된 두 

종류 외의 다른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오류데이터로 판별

한다. 이러한 데이터 무결성을 위배한 데이터들은 해당 데

이터를 사용하는 서비스의 에러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품

질의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성 진단이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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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ublic data common standard term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3조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

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

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데이터 구축 시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공통표준용어를 

정의하였다[14]. 이는 2020년 제정되었으며, 주기적으로 검

토되어 공통표준의 추가 제정 또는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8조(공공데이터

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라면 신규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바로 적용해야 하며 기존의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신규 전면 구축 또는 재

구축 업무 추진 시에 적용해야 한다. 즉, 공공 데이터베이스

라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도메인, 공통표준단어를 최대한 따르도록 규정되

어있다. Table 2. 는 행정안전부에서 정의한 4차 제정 공공

데이터 공통표준용어로 공통표준용어명, 설명, 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등을 관리한다.

Item Example

Common standard 

term name
Review status

Explanation
Whether any facts or contents 

have been analyzed

English abbreviation 

name
RVW_YN

Common Standard 

domain name
WhetherC1

Allowed value
Y:Yes

N:No

Storage Format 1 character

Form of expression Y or N

Table 2. 4th enacted public data common standard 

term

Table 3.은 행정안전부에서 정의한 4차 제정 공공데이

터 공통표준도메인으로 공통표준도메인명, 설명, 그룹명, 

분류명 등을 관리한다[15].

Item Example

Common standard 

domain name
WhetherC1

Explanation Code to distinguish yes and no

Group name Code

Classification name Whether

Data Type Char

Data length 1

Storage Format 1 character

Table 3. 4th enacted public data common standard 

domain

III. The Proposed Scheme

1. Proposed model diagram

Fig. 1.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도메인규칙 매핑모델의 시스템 구성도이다.

Fig. 1. Diagram of Public data quality management level 

evaluation domain rule mapping model

사용자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도구를 사용하

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의 진단으로 선정된 진

단대상 DB를 진단할 때 도메인규칙 매핑 시스템이 활용되

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사용자에게 도메인규칙

의 진단규칙을 제안함으로써 사용자의 진단대상 DB에 대

한 낮은 이해도로 인한 진단규칙 설정 오류 발생 확률을 

줄인다. 

도메인규칙 매핑 시스템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사전 정

보를 입력받아 도메인규칙 진단 선택에 활용한다. 또한 품

질진단 도구가 수집한 진단대상 DB의 샘플 데이터를 공유

받아 컬럼의 상세 진단규칙의 설정에 활용한다. 이렇게 도

메인규칙 매핑 시스템이 설정한 진단규칙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도구에 적용하여 진단대상 DB를 진단

한다.

2. Proposed model process

Fig. 2.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도메인규칙 매핑모델 프로세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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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cess of public data quality management level 

evaluation domain rule mapping model

프로세스의 단계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의 영문약어명 마지

막 단어를 추출한다. 이때 영문약어명의 마지막 단어를 추

출하는 이유는 표준용어 특성상 마지막 단어가 표준도메

인을 지정할 수 있는 의미를 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able 2. 의 검토여부 공통표준용어의 경우, 영문약어명 

RVW_YN의 마지막 단어인 YN이 추출된다. 이 YN이란 

단어는 여부 도메인을 지정할 수 있는 ‘여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 번째, 추출한 영문약어명 마지막 단어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도메인을 매핑한다.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의 

관리 항목에는 공통표준도메인명이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

하여 매핑한다. 

세 번째,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중 하나인 유효성 진단

의 진단유형 별로 공통표준용어의 마지막 단어를 추출한

다. 4차 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에서 추출한 진단유

형 별 마지막 단어 데이터는 Table 4. 와 같다. 

Validation 

diagnosis 

types

Last word

Date

domain

YMD, DT(DATE), TM, YR(YEAR), HR, 

YM, MM, BRDT, FYR

Number 

domain

ACTNO, NO, BNO, BMNO, BSNO, 

TELNO, OZIP, ZIP, FXNO, RRNO, 

CRNO, MNO, SNO, BRNO, PNO, FRNO, 

DLN, SN, VHRNO, VIN

Whether

domain
YN

Code

domain
CD(CODE)

Amount

domain 

AMT, OALP, OVPMNT, FFNLG, INCTX, 

PJTCO, FEE, LBRCO, CPTL, RSDTX, 

MCPBND, GRAMT, TPCO

Quantity

domain

CNT, BDAR, LOT, CMAR, SVLF, SIAR, 

LDAR, FCAR, NOCS, AGE, LAT, NOPE, 

XUAR, NOFL, SZ, GFA

Percentage

domain
BDCVRT, FART

Table 4. List of last words by type of validation 

diagnosis

이때 Table 4. 의 괄호 표기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축약

형 단어의 원단어로, 추가적으로 허용하였다. 

네 번째, 진단대상 DB의 컬럼명 마지막 단어와 공통표

준용어의 마지막 단어를 비교해 진단대상 DB 컬럼의 유효

성진단 유형을 매핑한다.

다섯 번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도구를 활용

하여 진단대상 DB 컬럼의 샘플데이터를 수집한다. 

여섯 번째, 앞서 매핑해둔 진단대상 DB 컬럼 공통표준

도메인의 저장형식 데이터와 진단대상 DB 컬럼의 샘플데

이터를 비교한다. 

일곱 번째, 여섯 번째 프로세스에서 비교한 데이터를 활

용하여 진단대상 DB 컬럼별 도메인규칙 진단을 설정한다. 

이때 기본적으로 진단대상 DB 컬럼의 샘플데이터를 이용

하여 설정하되, 샘플데이터 내의 데이터 유형별 분포도가 

동일하다면 공통표준도메인의 저장형식을 따른다. 예를 들

어 개정일자 컬럼의 샘플데이터 유형이 ‘YYYYMMDD’와 

‘YYYY-MM-DD’의 분포도가 동일하게 30.1%이고, 개정

일자 컬럼의 공통표준도메인인 ‘연월일C8’의 저장형식이 

‘YYYYMMDD’라면 ‘YYYYMMDD’ 형식으로 날짜도메인 

진단을 설정한다. 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내용에 따라 공공 데이터베이

스가 공통표준도메인을 최대로 따라야 하기에 공통표준도

메인을 우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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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tabase structure

Fig. 3. 은 도메인규칙 매핑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

조이다.

Fig. 3. Domain rule mapping system database tables

도메인규칙 매핑 시스템은 공통표준용어(COMM_STND_

TERM), 공통표준도메인(COMM_STND_DMN), 진단대상

컬럼목록(TARG_COL_LST), 진단대상컬럼데이터(TARG_

COL_DATA), 진단대상컬럼-도메인규칙매핑(DMN_RULE

_COL_MAP) 5개의 테이블로 구성된다. 

이 중 공통표준용어 테이블, 공통표준도메인 테이블, 진

단대상컬럼목록 테이블, 진단대상컬럼데이터 테이블은 진

단 도구와의 연계를 통해 가져온 각각의 데이터가 저장되

는 테이블이다. 

공통표준용어 테이블과 공통표준도메인 테이블은 공통표

준용어와 공통표준도메인이 저장되는 테이블로, 표준도메

인ID(STND_DMN_ID) 값을 기준으로 공통표준도메인 테이

블을 참조하여 공통표준용어의 도메인정보를 가져온다.

진단대상컬럼목록 테이블은 진단대상DB의 컬럼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테이블이다.

진단대상컬럼데이터 테이블은 진단대상DB의 각 컬럼의 

샘플데이터가 저장되는 테이블로, 컬럼ID(COL_ID) 값을 

기준으로 진단대상컬럼목록 테이블을 참조하여 해당 컬럼

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다.

진단대상컬럼-도메인규칙매핑 테이블은 각 컬럼의 도메

인규칙을 저장하는 테이블로, 컬럼ID(COL_ID) 값을 기준

으로 진단대상컬럼목록 테이블을 참조하여 해당 컬럼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다.

또한, 공통표준용어 테이블과 진단대상컬럼목록 테이블은 

참조관계는 아니지만, 공통표준용어 테이블의 ‘LAST_WD’ 

컬럼과 진단대상컬럼목록 테이블의 ‘COL_LAST_WD’ 컬럼

을 비교하여 데이터를 가져온다. 

IV. Evaluation

4차 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기반으로 본 논문

에서 제안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도메인규칙 

매핑모델을 샘플DB에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샘플

DB 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공공데

이터포털, 공공기관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생성하였다. 모

델 적용 시 컬럼명의 마지막 문자열이 숫자로 이루어진 컬

럼의 경우는 예외처리를 하여 숫자를 삭제하고 모델을 적

용하였다. 샘플DB의 컬럼 개수는 3849건이며, 이 중 유효

성진단 대상 컬럼의 개수는 2602건이다. 즉, 샘플DB에서 

유효성진단 대상 컬럼은 53.5%이다. 이것은 개인정보 등 

보안 문제 가능성이 있는 컬럼과 이력성 컬럼을 유효성진

단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이다. 샘플DB의 경우 ‘작성일자

(WRT_DD)’, ‘대상여부(TGT_YN)’ 등은 유효성진단 대상 

컬럼으로 분류되었고 ‘주민등록번호일련번호(JNO_SNO)’ 

등은 유효성진단 대상 제외 컬럼으로 분류되었다.

Table 5. 는 샘플DB를 모델에 적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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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target Y/N
Cnt

Mapping 

Y/N
Cnt

suit-

ability Y/N
Cnt

Y 2602

Mapped 1751

Suitable 1509

Unsuit-

able
242

Not 

mapped
851 - -

N 1247 - - - -

Total 3849 - - - -

Table 5. Model application result of sample DB

유효성진단 대상 컬럼 2062건 중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도메인규칙 매핑모델 실행 결과 유효성진단 유

형이 매핑된 컬럼은 1751건으로, 84.9%이다. 매핑되지 않

은 851개 컬럼은 매핑 기준이 되는 진단유형 별 마지막 단

어와 일치하지 않는 컬럼명을 가져 유효성진단 매핑에 실

패하였다. 즉, 진단유형 별 마지막 단어 데이터가 충분하

지 않은 것이 유효성진단 매핑 실패의 원인이다. 샘플DB

의 경우 작성일자(WRT_DD)’ 의 마지막 단어인 ‘DD’는 

Table 4. 의 마지막 단어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유

효성진단 매핑에 실패하였다. Table 6. 은 유효성진단 유

형이 매핑된 컬럼 1751건의 유효성진단 유형별 건수이다.

Validation diagnosis types Count

Date

domain
598

Number

domain
326

Whether

domain
378

Code

domain
242

Amount

domain 
67

Quantity

domain
140

Percentage

domain
0

Table 6. Model application detailed result of sample 

DB

그러나 코드 도메인 진단의 경우 각 코드 데이터가 있어

야만 진단규칙 설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가코드’의 

경우 ‘KR’, ‘US’, ‘JP’ 등의 ‘국가코드’를 이루는 데이터가 

있어야한다. 수집한 샘플데이터 정보만으로는 진단규칙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품질진단을 수행할 수 없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위의 예시와 같은 코드 데이터를 추가적으

로 수집해야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모델은 공공데이터 품

질관리 수준평가 도구에서 송신받은 데이터 외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코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

다. 즉, 본 논문의 모델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이므로 코

드 도메인이 매핑된 컬럼 242건은 제외하여 결과를 도출하

였다. 그러므로 유효성진단 유형이 매핑된 컬럼 1751건에

서 코드도메인 매핑 컬럼 242건을 제외한 1509건이 본 논

문의 모델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데이터 건수이다. 

Table 7. 은 본 논문의 모델 적용 결과 유효성진단 유

형이 매핑된 건 중 코드도메인 외의 유효성진단 유형이 매

핑된 컬럼 1509건의 유효성진단 유형별 건수이다.

Validation 

diagnosis types
Match Count Mismatch Count

Date

domain
589 9

Number

domain
216 110

Whether

domain
378 0

Code

domain
- -

Amount

domain 
63 4

Quantity

domain
140 0

Percentage

domain
0 0

Total by case 1386 123

Total 1509

Table 7. Validity diagnosis type match/mismatch list

컬럼의 유효성진단 유형과 일치하게 매핑된 건과 불일

치하게 매핑된 건을 나누어 표기하였다. 1509건의 컬럼 

중 매핑이 일치된 건은 총 1386건, 불일치된 건은 총 123

건이다. 즉 본 논문에 적용된 데이터 중 유효성진단 대상 

컬럼 2602개 중 모델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인 코드 도

메인 유효성진단 유형이 매핑된 데이터 242건을 제외한 

2360건을 본 논문의 모델에 적합한 데이터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360건 중 1509건, 즉 63.9%을 성공률로 도출

하였다.

V. Conclusions

본 논문은 공공데이터 품질진단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중 유효성 진단에 적

용 가능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도메인규칙 매

핑 모델을 제안했다. 해당 모델은 공통표준용어를 기반으

로 도메인규칙을 매핑하여 매핑 기준 데이터에 대한 신뢰

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안된 모델에 샘플DB를 

적용하였고 그 결과 63.9%로 모델 성공률을 도출하였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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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에 대한 전문지식이 높지 않은 일반 공무원인 경

우가 대다수인 것을 고려하면 63.9%의 성공률을 보이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도메인규칙 매핑모델은 공

공데이터 품질진단 결과의 정확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

러나 유효성진단 유형이 매핑되지 않은 것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데이터 만으로는 유효성진단 유형 구분을 

위한 데이터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추후 연구과제로 유효

성진단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하여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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