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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데이터기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도서관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통계청(청장 한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의
실질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국가전략정보센터) 내에
통계데이터센터를 개소하여 9월 1일(목)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 통계청은 2018년 11월부터 통계데이터와 다른 공공 및 민간기관의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 안전한 보안체계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센터를 확대해 오고 있다.
<통계데이터센터 현황>

□

센터명
서울강남센터
국회센터
서울상암센터
서울중구센터
대구센터
광주센터
부산센터
대전센터
세종KDI센터

규모
11석
6석
5석
10석
15석
12석
12석
34석
7석

위 치
설치시기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별관 4층 ‘22. 6. 27.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1층 ‘22. 9. 1.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15층 ‘21. 9. 27.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7층
‘18.11.20.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1로 160 SW융합테크비즈센터 2층 ‘21. 3. 29.
광주 서구 천변우하로391,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4층 ‘20. 3.23.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1층 ‘18. 7. 3.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13층
‘18.11.20.
세종 남세종로 263, 한국개발연구원(KDI) 1층 ‘22. 3. 2.
SDC (Statistics Data Center) 로고는 이성적 분석의
방향성과 통찰의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여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한다는 데이터센터의 비전을 표현

이번에 신설하는 국회센터는 국회도서관 개관 70주년을 기념으로 기존
마이크로데이터센터(RDC)와 통합하여 6석 규모의 분석 플랫폼으로
개소한다.
○ 국회센터는 대한민국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연구 · 분석이
수행될 것이며, 기존에 운영하는 서울시내 지역센터 이용수요를 분산
시켜 이용자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데이터 연계 ·분석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고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통계데이터센터는 각종 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와 통계조사 원자료
에서 오류를 수정한 통계별 기초자료, 통신·카드·신용 등 민간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데이터 분석 이용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를 직접 연계하여 심층분석을 할 수 있으며, 센터에 상주하는
분석전문가를 통한 컨설팅과 주문형 분석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 한훈 통계청장은 “앞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 지가 공공․민간은
물론 개인의 경쟁력과 성과를 결정하게 되는만큼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통계데이터센터 확충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하고,
○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데이터 미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촉진하고 양 기관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붙임】통계데이터 국회센터 위치 및 이용방법

붙임

통계데이터 국회센터 위치 및 이용방법

□ 통계데이터 국회센터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1층 『통계데이터 국회센터』
ㅇ 전화 : (02) 6788-4416
ㅇ 오시는 길 : 9호선 국회의사당역(1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300m
ㅇ

□ 통계데이터센터 이용방법 및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