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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으로 SGIS 개발지원센터 개편”

“

-

통계청, 24일 개발지원센터 인증절차 간소화 및 메인페이지 개편 -

□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24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의 개발자 전용페이지인 ｢개발지원센터｣ 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 우선, 인증키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개발지원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리고 메인페이지에 API 개방과
이용현황, API 제공 상세목록과 활용안내를 배치하여 개발자들이
쉽게 ｢개발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개발자에게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달부터
신규로 SGIS 포털 ｢통계주제도｣와 ｢지방의 변화보기｣ 관련 데이터를
API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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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지원센터는 통계청에서 구축한 개발자 전용페이지로서 외부 개발자들이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통계
데이터 등을 API
로 2008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 이번에 ‘개발지원센터’를 개편하게 된 계기는 2015년 ‘개발지원센터’를
개편한 이후 개발자들의 개선요구가 많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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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과 4월에는 국내 외의 API 제공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였고, 5월에는 ‘개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개발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개발자는 ‘개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API 종류를
확대하고 활용안내, 이용예제 등을 많이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개발지원센터’의 인증키 발급절차가 복잡하고 사용기간이
짧아서 불편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

□ 이에 통계청에서는 ｢개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개발자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편에 들어갔다.
○ 이용자들이 불편해 하던 인증키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전
에는 ‘테스트키’ 발급 후 다시 ‘사용키전환’을 신청하던 4단계 절차 를,
이번에 인증키 발급신청을 하면 통계청에서 승인하는 2단계로
간소화하였다. 인증키 사용기간도 15일, 30일, 무제한 중에서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이전 인증키 발급절차(4단계): ① 테스트키 발급신청 → ② 통계청 승인(15일간 사용가능)
→ ③ 상용키전환 신청 → ④ 통계청 승인

○ ｢개발지원센터｣ 메인페이지를 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주요기능 접근방식을 재구성하였고 API 활용사례,
튜토리얼, 이용현황을 메인페이지에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개편 전 메인페이지>

<개편 후 메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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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API도 개발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하여 20종을 추가 개방하였다. 개발자 설문조사 때 SGIS 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통계주제도’ 데이터를 API로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난 11월부터 ‘통계주제도’ API 8종과 SGIS 포털 ‘지방의 변화보기’
관련데이터 12종을 추가개방하고 있다.
□ 통계청에서는 앞으로도 ｢개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API종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개방이 가능한 API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SGIS ｢개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개편된 ｢개발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만족도와 추가 개선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동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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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SGIS 개발지원센터 메인페이지 개편
대메뉴(7개) 영역

API 개방현황 및
이용현황

서비스 이용절차

API 카테고리

API상세항목 노출
(카드형UI)

튜토리얼 배너
활용사례

공지사항, FAQ,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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