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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8918배럴 유출
8000ha 오염
생태계 회복 10년

물고기 46종 실종
2만7087건어업 피해

피해 금액 7천341억원

환경 복원 2029억 원



생태계복구, 관광지로써재탄생

Government

Volunteers Nature

• 바닷물수질기존치회복, 
걱정없이물놀이 OK

• 어업생산량 15% 증가
• 생태계안정으로조류

번식지증가



What’s Next?



“Social Innovation with Data”

지역의 맞춤형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데이터를 통한

지역의 관광산업 특성을 확인하는 프로젝트 시작

“A Social Innovation is a novel solution to a social problem that is more 
effective, efficient, sustainable, or just than current solutions.” 

-by 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ocial Innovation with Data”

• 방문 형태를알수있는 통신사트래픽데이터를 활용
•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 카드사 매출 분석을 통한데이터 분석을 진행
• 사용데이터

- 공공 : 관광지별입장객, 읍면별행정경계, 읍면 별인구데이터
- 민간 : 카드사 결제 데이터, 통신사 로밍데이터



Social Innovation with Data

Results
• 태안군 유동인구전체중 99.7%가 내국인(30,505,748명)으로압도적인비중을차지, 외국인의 경우 6월에
평균치의 약 3배가량의인구가집중되고 있는것으로나타남

• 주요 4개업종전체의매출은월평균 약 218억원, 8월약 316억원으로가장많은매출을기록

• 2015년태안군주요 4개업종별(도소매, 숙박, 여가관련서비스업, 요식업)의전체매출중가장 큰비중차지 : 
“음식업”

• 관광객의 방문패턴, 소비패턴등관광행태 및특성을파악할수있으며관광객유입경로분석등을 통해다양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수립가능

6~8월외국인관광객유치를위한홍보와맞춤형관광콘텐츠설계

매출비중이큰음식업과관광의콜라보레이션정책및관광콘텐츠
준비



Social Innovation을 위한 “데이터 개방”

• 공공의료기관의 실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무척
낮음

• 의료기관의 광고 및
마케팅에 의존함

•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 공공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실적정보를
개방

• 진료 전 평균 대기시간, 
환자 만족도, 치료
부담금 비율 등의 정보
공개

성공사례) 우루과이 의료정보
개방



Social Innovation을위한“데이터개방”

1. 150만명의 환자가자신에게 적합한공공의료기관으로 바꿈
2. 공공의료기관 정보 다운로드 수 68배증가 (34,920 건수) 
3. 페이지 당체류시간이 평균 5분으로증가했고, 평균 5페이지열람

Results

성공사례) 우루과이의료정보개방



“Social Innovation with Data”

Q. 정부의 열린 데이터(Open Gov. Data)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출처: Open Government Data Implementation Evaluation, Peter Parycek, Johann Höchtl and Michael Ginner,  Danube 

University

A.YES
정부관계자 80%, n=40

외부 이해관계자 66%, 
n=27



“Social Innovation with Data”

Q. 정부의열린데이터(Open Gov. Data)는어떠한긍정적인영향을주는가?

출처: Open Government Data Implementation Evaluation, Peter Parycek, Johann Höchtl and Michael Ginner,  Danube 

University

투명성

• 공공이미지개선
• 제도의입법화및안정화

기능
• 오류보고를통한데이터및

프로세스개선
• 악의적수정방지

• 사용자친화성증대
• 시민참여도증대
• 정부정책매커니즘에대한

통찰력획득

• 정보관리시스템의개선
• 경제적효율성제고
• 정보접근에대한속도개선
• 직원동기부여

• 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

참여성

효율성 혁신성



“Data Visualization” for 
“Social Innovation”

모두가 빅데이터 TF를 구성하고 많은 돈을 쓸 수는 없다.
→ 데이터 사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 “시각화”



“Data Visualization” for “Social 
Innovation”

관계, 분포, 비교, 변화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데이터의 이해를 돕는다.

아주 쉽게!

Visual Analytics, 시각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활용
하다



• 유동인구 데이터와 인터넷 사용데이터 인구데이터 등을 지도시각화
• 공공와이파이 입지와수량을선정

 제한된공공서비스의효율적인제공과비용절감을달성

Social Innovation with Data Visualization

성남시 공공영역 유동인구 히트맵 성남시우선순위대상지

성공사례1) 성남시공공와이파이설치우선지역선정



• 전력 공급, 홍수, 산사태등 각종 자연/사회 재난 사고의 발생이높은 도시
• 도시의 총체적인움직임을 24시간 365일모니터링할수있는시각화시스템운영

 리우데자네이루의 응급 시간에대한 대응 시간은 30% 이상개선
 경범죄 검거률은 2011년보다 16% 증가, 범죄에 의한 사망자수는 10% 감소

Social Innovation with Data Visualization

성공사례2) 브라질의데이터시각화도시운영



• 데이터를맥락화하여 스토리로
이해할수있게끔 모든 데이터의
표현을시각화하여 핵심 기능 제공

• 쌍방향의데이터이해를 제공함

• 사용데이터: 행정, 교육, 환경, 
교통, 경제 등공공데이터

• 데이터는 차트를 중심으로
시각적인 전달이 먼저 이뤄지고, 
표를 교차로 확인할수 있도록 함

• 시민들의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Social Innovation with Data Visualization

성공사례3) 미국&싱가폴



“Data”를 통하여 Social Innovation을 시도하기 위해
가장 빠르고, 쉽고, 효율적인 수단인 데이터 시각화

DAISY, web based open data visualization tool

Just Try It



시각적인 방법을 통한
공공데이터 스토리텔링



시각화, 데이터를 프리미엄으로 만들다

나이팅게일, 시각화로 군인을
살리다

• 한 사안에 각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한 눈에 간파할 수 있는 시각화 차트
• 군 당국에 야전병원 군인의 사망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폴라에어리어 차트를

만들어 설득

• 야전병원 군 사망률은 42%에서 2%로 떨어짐
• 군 당국은 의료교육기관과 통계부서를 신설

노력

결과



시각화, 데이터를 프리미엄으로 만들다

도 로 교 통 상 황 , 시 각 화 로 쉽 게
확인하다

• 공간, 지역, 도로의 혼잡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도로망
지도를 제작

• Raw 데이터로 이해하기 힘든 교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
서비스 제공

• 시민들의 실시간 확인
• 다양한 지도 앱, 네비게이션 앱 등의 서비스 창출

노력

결과



시각화, 데이터를 프리미엄으로 만들다

• 전력 공급, 홍수, 산사태 등 각종 자연/사회재난사고의 발생이 높은 도시
• 도시의 총체적인 움직임을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각화

시스템 운영

• 리우데자네이루의 응급시간에 대한 대응시간은 30% 이상 개선
• 경범죄 검거률은 2011년보다 16% 증가, 범죄에 의한 사망자수는 10% 감소

브 라 질 , 시 각 화 로 도 시 를
운영하다

노력

결과



01 서울시, 음식점 흥망성쇠 50년

http://data.seoul.go.kr/visual/foodseoul

• 서울시 음식자영업 개업, 폐업현황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종별, 
지역구별 운영현황을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시각화 콘텐츠

• 사용데이터 : 서울시 식품위생업소 운영현황
• 특이사항 : 서울시 구별 데이터가 개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이를 취합,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



01 서울시, 음식점 흥망성쇠 50년

▶실제 데이터 일부
- 서울시 식품위생업소 운영현황



01 서울시, 음식점 흥망성쇠 50년

http://data.seoul.go.kr/visual/foodseoul



02 민생경제과, VOC 데이터 인터랙티브

project.newsjel.ly/seoul-consumer-report/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민원 통계 데이터를 서울시 기준으로
품목별 피해 발생 유형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인포맵 콘텐츠

• 사용데이터 : 서울시 소비자 피해 현황(2015, 한국소비자원 제공)
• 특이사항 : 가장 피해건수가 많은 5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시 구별 피해현황을 지도모드와 순위모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음



02 민생경제과, VOC 데이터 인터랙티브

▶실제 데이터 일부
- 서 울 시 소 비 자 피 해 현 황 (2015
한국소비자원)



02 민생경제과, VOC 데이터 인터랙티브

project.newsjel.ly/seoul-consumer-report/



03 중앙일보, 당신의 금배지 확률은?

• 1대부터 19대까지 국회의원 후보 및 당선인 인적정보를 통계화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조건과 유사한 후보, 당선인 정보를 확률로 확인

• 사용데이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당선자 현황 통계
• 특이사항 : 14대 이후부터 자료가 디지털화 되어 있어, 1대부터

14대까지 직접 핸드아웃 문서를 디지털화 수작업 수집 과정을 거침

http://votegame.joins.com/



03 중앙일보, 당신의 금배지 확률은?

▶실제 데이터 일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당선자 현황
통계



03 중앙일보, 당신의 금배지 확률은?

http://votegame.joins.com/



“Data”를 통하여 Social Innovation을 시도하기 위해
가장 빠르고, 쉽고, 효율적인 수단인 데이터 시각화

DAISY, web based open data visualization tool

Just Try It



Visualization Solution



데이터 활용에 가치를 더합니다.

누구나즐길수있는,데이터시각화솔루션‘데이지’

솔루션핵심기능 솔루션활용과정

다양한활용사례



1.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DAISY

• 데모 URL : http://daisy.newsjel.ly/solution/
• 홍보 동영상 : https://goo.gl/drF8ez
• 유지보수 상품 구성 : https://goo.gl/2EvQYn
• 설치 스펙 : https://goo.gl/qwhIAI

http://daisy.newsjel.ly/solution
https://goo.gl/drF8ez
https://goo.gl/2EvQYn
https://goo.gl/qwhIAI


주요 기능

• 데이터 시각화 핵심기술 보유

실시간 데이터 연동

공공데이터/기관 보유 데이터
실시간 검색 가능

파일 타입 데이터 업로드 가능

시각화 에디터 기능

사용자가 웹상에서 손쉽게
차트&그래프를 에디팅하여

맞춤화된 시각화 콘텐츠 완성

다양한 시각화 유형

공공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에
최적화 된 21종 시각화 유형

보유

시각화 추천기술

데이터 메타구조, 통계 요약,
시각화 활동 데이터를 학습하여

시각화 기법을 추천 및 자동
시각화

1.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DAISY



1.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DAISY

① 공공 데이터 검색하기 / 업로드 ② 데이터의 구조에 따라 자동시각화 및 데이
터 편집

③ 시각화 유형 변경 ④ 데이터 추가하여 다른 데이터 검색 및
시각화 대시보드 구성



주요 기능

데이터 자동 시각화 및 차트 제작 가이드 추가

• 공공데이터 검색 또는 데이터 업로드시 불러온 데이터 테이블
구조에 맞는 시각화 추천 적용

• 선택한 차트의 테이블 구조와 불러온 데이터의 테이블 구조가 맞지
않아 시각화가 그려지지 않을 경우, 안내 알람 및 차트별 테이블
정제 가이드 제공



21종의 차트 유형 보유

• 제작 가능 차트 종류 21종 (지속적인 업데이트 지원)
• 패러럴 태그클라우드, 원형트리, 태그클라우드 등 신규 유형 차트

추가됨

주요 기능



DAISY, web based open data visualization tool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