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도정소식 신규 API 적용 가이드
: (각 시군에서 경기도뉴스포털로 데이터호출 - URL 호출 방식)
- 경기도뉴스포털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으로 (ASP ⇒ JAVA) 방식으로 변경
- 기존 ASP 방식의 API를 동일하게 구성하여 개발 호출 URL 확장자명 (.asp ⇒
.do) 만 변경
- 현재 ASP 경기도뉴스포털 방식은 종료예정

1) 경기도뉴스포털 뉴스, 보도자료 리스트 API 가이드
가. 분류 : 뉴스(경제, 사회, 문화), 보도자료
나. 설명
1. 경기도뉴스포털 뉴스, 보도자료 리스트 API 호출
다. 경기도뉴스포털 사이트 API 호출 URL
■ 뉴스
- 기존 :
https://gnews.gg.go.kr/rss/gnews_rss.asp?servicekey=인증키
&bs_code=C001&page=1&pagesize=10&search_flag=1&keyword=검색어

- 변경 :
https://gnews.gg.go.kr/rss/gnews_rss.do?servicekey=인증키
&bs_code=C001&page=1&pagesize=10&search_flag=1&keyword=검색어

■ 보도자료
- 기존 :
https://gnews.gg.go.kr/rss/gnews_rss.asp?servicekey=인증키
&bs_code=S017&page=1&pagesize=10&search_flag=1&keyword=검색어
- 변경 :
https://gnews.gg.go.kr/rss/gnews_rss.do?servicekey=인증키
&bs_code=S017&page=1&pagesize=10&search_flag=1&keyword=검색어

라. Parameter 정의
Parameter
servicekey
bs_code
page
pagesize
search_flag
keyword

내용
인증키
뉴스, 보도자료 분류 값 (C001: 뉴스, S017: 보도자료)
페이지 넘버 값
호출 리스트 개수 지정 값
검색분류 값 (1: 제목, 3: 내용)
검색어 값 (예: 경기도)

비고

마. Inset XML Element 정의
분류
공통

구성
콘텐츠
정보

태그
<title>
<link>

내용
콘텐츠 제목
콘텐츠 원본 링크 주소

비고

<image>
<number>
<author>
<category>
<description>
<dc:date>
<totalcnt>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썸네일 이미지
기사코드 값
작성자
섹션코드 값
소개
발행일자
전체 카운팅 값

■ Example
<?xml version=""1.0"" encoding=""utf-8""?>
<channel>
<title>경기도뉴스포털</title>
<link>http://gnews.gg.go.kr</link>
<description>경기도뉴스포털 뉴스소식</description>
<dc:language>ko</dc:language>
<copyright>
Copyright ⓒ 2014 GYEONGGI PROVINCE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item>
<title>“철저한 반복훈련으로 ‘제2의 메르스’ 막는다！”</title>
<link>http://gnews.gg.go.kr/news/news_detail.asp?number=201709081506187055C048&s_code=C048</link>
<image>http://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709/20170908150726196324353.jpg</image>
<number>201709081506187055C048</number>
<author>이미영</author>
<category>C048</category>
<description></description>
<dc:date>2017-09-08 오후 3:03:33</dc:date>
<totalcnt>31715</totalcnt>
</item>
</channel>

2) 경기도뉴스포털 뉴스, 보도자료 내용 API 가이드
가. 분류 : 뉴스(경제, 사회, 문화), 보도자료
나. 설명
1. 경기도뉴스포털 뉴스, 보도자료 내용 API 호출
다. 경기도뉴스포털 사이트 API 호출 URL
■ 뉴스
- 기존 :
https://gnews.gg.go.kr/rss/gnews_detail_rss.asp?servicekey=인증키&ca_code=기사코드 값

- 변경 :
https://gnews.gg.go.kr/rss/gnews_detail_rss.do?servicekey=인증키&ca_code=기사코드 값

■ 보도자료
- 기존 :
https://gnews.gg.go.kr/rss/gnews_bodo_rss.asp?servicekey=인증키&ca_code=기사코드 값&bs_code=S017

- 변경 :
https://gnews.gg.go.kr/rss/gnews_bodo_rss.do?servicekey=인증키&ca_code=기사코드 값&bs_code=S017

라. Parameter 정의
Parameter

내용

비고

인증키
콘텐츠 기사코드 값
뉴스, 보도자료 분류 값 (C001:뉴스, S017: 보도자료)

servicekey
ca_code
bs_code

마. Inset XML Element 정의
분류

구성

공통

뉴스
콘텐츠
정보

보도자료

태그
<title>
<link>
<author>
<category>
<description>
<dc:date>
<movielink>
<clipname1>
<clipname2>
<clipname3>
<clipname4>
<clipname5>
<clipname6>
<clipname7>
<clipname8>
<clipname9>
<clipname10>

내용
콘텐츠 제목
콘텐츠 원본 링크 주소
콘텐츠 작성자
콘텐츠 분류 값
콘텐츠 내용
콘텐츠 발행일자
동영상기사 주소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첨부파일6
첨부파일7
첨부파일8
첨부파일9
첨부파일10

비고

■ Example
<?xml version=""1.0"" encoding=""utf-8""?>
<channel>
<title>경기도뉴스포털</title>
<link>http://gnews.gg.go.kr</link>
<description>경기도뉴스포털 뉴스소식</description>
<dc:language>ko</dc:language>
<copyright>
Copyright ⓒ 2014 GYEONGGI PROVINCE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item>
<title>놓치면 후회할 ‘경기도 가을 축제’ 5選</title>
<link>http://gnews.gg.go.kr/news/news_detail.asp?number=201709120953358910C052&s_code=C049</link>
<author>남경우</author>
<category>문화</category>
<description>
하늘이 높고 푸르른 9월, 경기도의 낭만적인 ....
</description>
<dc:date>2017-09-12 오전 9:50:00</dc:date>
<movielink></movielink>
<clipname1>http://gnews.gg.go.kr/common/GeneralFunction/GN_ASP/download.asp?BS_CODE=S017&file=일하는청년통
장.hwp&CA_SAVEPHY=2018-01-09</clipname1>
<clipname2></clipname2>
<clipname3></clipname3>
<clipname4></clipname4>
<clipname5></clipname5>

<clipname6></clipname6>
<clipname7></clipname7>
<clipname8></clipname8>
<clipname9></clipname9>
<clipname10></clipname10>
</item>
</channel>

2. API 적용방법
1) 기존 경기도뉴스포털 API 사용 중인 기관의 경우
: 각 기관별 홈페이지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기존에 배포된 경기도뉴스포털 관련
자료의 호출 URL(.asp)을 위에 소개된 신규 API 호출 URL(.do) 활용하여 도정소식
게시판을 구현합니다.
1> 신규 API 적용
- 위에 소개된 신규 API 가이드를 참고하여 리스트 및 내용 페이지를 구현합니다.
- 각 기관의 사이트에 어울리도록 기관별 스타일을 적용하여 구현하면 됩니다.
- 기관별 API Key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2) 경기도 도정뉴스를 제공하지 않던 기관의 경우
: 각 기관별 홈페이지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위에 소개된 신규 API를 활용하여
도정뉴스 게시판을 구현합니다.
1> 기관소식 하위에 “도정소식” 게시판 메뉴 생성
2> 경기도뉴스포털 API를 적용한 게시판 구현
- 위에 소개된 API 가이드를 참고하여 리스트 및 내용 페이지를 구현합니다.
- 각 기관의 사이트에 어울리도록 기관별 스타일을 적용하여 구현하면 됩니다.
- API Key를 모를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경기도 홍보미디어담당관 : 031-8008-2759
■ 경기도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팀 : 031-8008-26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