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모바일 환경에서 공공데이터와 공개API를 

이용한 매시업 활용방안

조 성
*
, 박석천

**
, 박 식

***     

*가천 학교 일반 학원 모바일소 트웨어학과
**가천 학교 컴퓨터공학과 정교수(교신 자)

***
인성정보 개발서비스  부장

e-mail:doybey@gmail.com

Utilization Method of Mashup Using 

Public Data and Public API in Mobile Environment

Hyun-Sung Jo*, Seok-Cheon Park**, Jun-Sik Park*

*
Dept of Mobile Software, Gachon University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Gachon University
***Dept of Development Service, In-Sung Information co. ltd

요       약
 모바일 디바이스가 확산 된 이후 다수 사용자는 PC의 웹 라우  보다는 모바일 웹 라우 를   

이용하고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 매시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심을 받고 있으며, 정부 3.0이 주도

되면서 공공데이터의 공개가 활성화되고 민간기업도 API를 공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환경에서 공공데이터와 공개API를 이용한 매시업 활용방안을 연구  분석한다.

Ⅰ. 서론

  웹 기반 데이터 통합 애 리 이션의 새로운 유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태동된 것이다. 매시업 이라는 용어는 

제 삼의(Third party) 데이터를 부품과 같이 통합하는   

방식으로부터 유래한다. 매시업 웹 사이트는 자신의 도메인 

외부에 있는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온 콘텐츠와 기능을 

이용하여 그 뿌리를 웹에 확산하는 특징을 갖는다[1].

  모바일 디바이스가 확산 된 이후 다수 사용자는 PC의 

웹 라우  보다는 모바일 웹 라우 를 이용하고 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의 매시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심을 받고 있다. 표 1은 시장조사 문기  넷애 리

이션즈(Net Applications)가 2013년 8월까지의 로벌 

웹 라우  유율을 발표한 지표이다. 

<표 1>2013년 8월 PC/모바일 웹 라우  유율

구분 순 웹 라우 유율

PC

1 Internet Explorer 57.60%

2 Firefox 18.88%

3 Chrome 16.00%

4 Safari 5.59%

5 Opera 1.53%

Mobile

1 Safari 55.46%

2 Android Browser 22.23%

3 Opera Mini 8.98%

4 Chrome 5.60%

5 BlackBerry 2.31%

6 Internet Explorer 1.82%

  표 1의 지표를 확인해 보면 PC의 웹 라우  순 와 

모바일 환경에서의 웹 라우  유율 순 가 서로 다른 

것을 한 에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바일 생태계의 환경  변화와 

정부에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 민간기업에서 제공되는 공

개API들의 매시업 활용방안을 연구  분석 한다. 

  

Ⅱ. 련연구

 

 2.1 OpenAPI 

  OpenAPI는 오  소스로부터 진화 하 다. 오  소스는 

소스코드를 공유해 구나 쓸 수 있고 그 코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바퀴를  발명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다. 

이미 있는 것들을 새로 만드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뜻이다.

  오 소스가 등장하기 에는 폐쇄된 곳에서 마다 

비슷비슷한 바퀴를 만들어 낼 수 밖에 없었다. 우리가 

같은 바퀴를 만드는 일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오 소스 

운동 이후의 일이다. 

  오 소스 운동은 여러 사람들이 노력한 산물을 한데 

모으고 같이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구 의 안드로이드, 사 리 라우 의 웹킷 등 재 많

은 인터넷 서비스와 라이 러리, 임워크, 랫폼이 오

소스에 의존하고 있고,  오 소스로 제공되고 있다. 

오 소스의 사용 범 는 운 체제부터 웹 서버와 데이터

베이스, 라우 까지  역에 걸쳐 활용하지 않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다. 소스코드만을 공유하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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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오 소스가 공유와 참여의 유일한 창구 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소 트웨어를 웹 서비스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 에는 그림 1과 같이 공개API가 

그 바통을 이어 받았다.

 

(그림 1) 서비스 공유의 추, 공개API

  공개API는 기능뿐 아니라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므로 공개API를 활용해 다양

한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다. 

2.2 공공데이터 

  공공 데이터는 국가기 ,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 이 

생성 는 취득하여 리해온 행정, 경제, 인구, 의료, 기상, 

교통, 복지 등의 모든 데이터를 뜻한다. 기존에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통계나 문서 주로 가치가 제한 인 반면, 

최근 공공데이터는 개방 범 를 폭 확 하여 민간의 

활용가치 향상을 통해 국가경제력 제고로 시 지화 하는 

추세 이다. 

  정부가 ‘정부3.0’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면서 정보

공개법을 개정해 청구에 따른 심사 차를 없애고 원문까

지 공개하는 패러다임으로 환하고 있다. 

  한, 표 2와 같이 다수의 웹사이트를 통해 기 , 지자

체 등에서도 공공데이터를 제공 하고 있다. 

<표 2> 공공데이터 사이트

사이트 URL 주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kr 안 행정부

국가 공간 정보 

유통 시스템
nsic.go.kr 국토해양부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통계청

이월드 vworld.kr 국토해양부

서울 열린 

데이터 장
data.seoul.go.kr 서울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kmipa.or.kr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공공DB피디아 lod.data.go.kr 한국정보화진흥원

2.3 매시업

  매시업은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

나 API를 통합하는 응용 로그램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심을 받고 있다. 매시업은 응용 로그램을 설계

하는 새로운 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웹 API 

 데이터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상  고  로그래  

스킬로 인해, 매시업 개발은 여 히 상당한 로그래  지

식을 필요로 한다. 매시업은 하나의 통합된 사용자 경험으

로, 두 API를 는 기타 소스를 통해 데이터를 결합한다. 

를 들어, 하나는 Google 지도 인터페이스 지리 공간 정

보와 하나는 온도 피드를 통합하여 지도와 날씨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 결합된 데이터의 개념은 새로운 것은 아

니지만 API  데이터를 속하게 확장 시킬 수 있으며, 

로그래 에 한 복잡한 기술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새로운 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활용방안 제안

 

  부분의 공공데이터 들은 REST 아키텍처 스타일로 

제공된다. REST는 웹 체의 아키텍처 스타일이다. 웹은 

REST라는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한 이론이 있었기에 

이만큼 성공했다고 말 할 수 있다. 우리들이 만드는 웹 

서비스나 웹 API는 웹을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공공데이터를 모바일 환경에서 용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먼  그림 2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를 제공받기 하여 해당 데이터를 선택 한다.  

(그림 2) 공공데이터 선택 화면

다음으로 그림 3과 같이 공공데이터 제공 사이트에서   

할당 해주는 ‘요청 URL’을 REST로 받아(GET) 본다. 

(그림 3) 요청 URL GET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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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종류에 따라 수많은 데이터가 나열 된다. 요청 

URL로 받았을때 데이터가 나열 된다면 정상 으로 모바

일 환경에 용 시킬 수 있다.

  그림 4와 같이 모바일 애 리 이션을 개발 할 수 있는 

SDK를 실행 후 요청 URL을 메크로로 설정 해 둔다.

(그림 4) 메크로 설정

  그림 5와 같이 설정해둔 메크로를 필요시 싱하여 처

리하면 자신이 원하는 시· 소에 공공데이터를 활용 할 

수가 있다. 

(그림 5) 데이터 싱

  공공데이터는 부분 REST형식의 URL로 제공되기 

때문에 JSON(JavaScript Standard object Notation)형식

의 데이터 싱이 가능하다. 민간기업인 Naver, Google, 

Daum, SKPlanet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제공하는 공개 

API의 경우 각각의 모바일 환경에 합한 샘  코드를 제

공하고 있음으로 해당 샘 코드 안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

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용한다면 다양하고, 

새로운 가치의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공공데이터와 공개API 

매시업 활용방안을 제안하 다. 공공데이터의 데이터 

응답·요청을 통한 싱 방법과, 공공API의 샘 코드를 

이용하면 무수히 많은 서비스를 탄생 시킬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방법은 콘텐츠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며, 

표 화된 형태의 API 제공 방법이기 때문에 유용성이 향

상되며, API 제공처의 보안 기능 제공으로 콘텐츠  DB

에 한 안 성이 우수하다. 

  한, 검색 정보를 제공하는 구 , 네이버 등 여러 사이

트의 공개API를 이용하면 동시에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검색을 실행할 수 있으며 지도 검색 등 새로운 검색 타입

이 필요하면 그에 해당하는 공개API만 호출하면 되므로 

기능 면에서 확장성이 뛰어나다.

  본 논문의 향후 연구 역시 다양한 공개API를 추가 으로 

목시켜 활용방안에 한 연구를 추가 으로 할 계획이며 

로그래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의 참여형 매시업 

시스템 설계  구 에 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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