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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안내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 부군수 김성훈 (061-450-5205)

공공데이터제공 담당부서장 : 자치행정과 이광진 (061-450-5310)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정보통신팀 이종호 (061-450-532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목록 바로가기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바로가기

홈

연관연관

무안군
AND

데이터목록데이터목록

행정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 받은 데이터를 ②영리적·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정부는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을 창출토록하겠습니다.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

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개방

(http://www.muan.go.kr)

/www/openmuan
/www/openmuan/public_data
/contents/28450/law_2020.pdf
https://www.data.go.kr/
https://www.data.go.kr/participation/provdReqst/dcIndex.do;jsessionid=c2Ay6Z+Bh7s8kKMEi0RAaBz2.node20


조건검색조건검색 초기화 

파일데이터파일데이터 (45건건) 더보기 

"무안군무안군"에에 대해대해 총총 건이건이 검색되었습니다검색되었습니다.

국가중점데이터국가중점데이터 분류분류 조건조건 추가하기추가하기 

정확도순  5개씩  정렬정렬

연관연관

영광군  함평군  곡성군  화순군  순천군

제공기관별제공기관별 검색검색

상세검색상세검색

분류체계분류체계

서비스유형서비스유형

제공기관유형제공기관유형

확장자확장자

공공행정  자치행정기관

제공기관제공기관  전라남도 무안군  수정일수정일  2023-04-20  조회수조회수  2974  다운로드다운로드  1334  키워드키워드  인구,거주자,주민

XLS  전라남도전라남도 무안군무안군_인구통계인구통계 현황현황

교통물류  자치행정기관

제공기관제공기관  전라남도 무안군  수정일수정일  2023-05-17  조회수조회수  2153  다운로드다운로드  1119  주기성주기성 데이터데이터  2
키워드키워드  버스정류장,교통,승강장

CSV  JSON + XML  전라남도전라남도 무안군무안군_버스정류장현황버스정류장현황

교육  자치행정기관

제공기관제공기관  전라남도 무안군  수정일수정일  2023-04-20  조회수조회수  1738  다운로드다운로드  677  주기성주기성 데이터데이터  2
키워드키워드  전문교육,주전산기,전산업

CSV  JSON + XML  전라남도전라남도 무안군무안군_정보화교육정보화교육

보건의료  자치행정기관

제공기관제공기관  전라남도 무안군  수정일수정일  2023-04-21  조회수조회수  1639  다운로드다운로드  741  주기성주기성 데이터데이터  2
키워드키워드  감염병,감염병명,발생률

CSV  JSON + XML  전라남도전라남도 무안군무안군_감염병발생현황감염병발생현황

파일데이터파일데이터(45건건) 오픈오픈 API(0건건) 표준데이터셋표준데이터셋0개개(0건건)전체전체(45건건)

(http://www.m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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