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0. 03. 23.(월) 10:00
배포일시 2020. 03. 23.(월) 08:00

보도자료

담당부서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담 당 자

과
장: 박 병 선(062-370-6301)
팀
장: 양 순 자(062-370-6320)
주 무 관: 최 관 수(062-370-6321)

열린 데이터 광장! 통계데이터 광주센터 개소
- 대국민 통계 서비스 본격 제공 시작 □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호석)은 통계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호남권 최초로 광주에 통계데이터센터*를
설치·개소하여 3월 23일(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 기존 “통계빅데이터센터”를 데이터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통계데이터센터”로 명칭 변경(’20.2.)
SDC(Statistical Data Center) 로고는 이성적 분석의
방향성과 통찰의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여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한다는 데이터센터의 비전을 표현
□ 이번에 설치·개소하는 통계데이터 광주센터는 호남권의 정부․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한 데이터 수요층이 접근하기 쉬운 광주통합청사(나라키움)에
위치하고 있으며, 12석 규모의 분석 플랫폼으로 운영한다.
ㅇ

광주센터 신설을 계기로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업통계등록부와

데이터는 인구

같은 행정통계자료 14종,

·

민간데이터 22종 등 기존 데이터 뿐 아니라, 카드 신용 데이터 등
4종을 추가로 제공한다.

ㅇ

․

또한, 광주센터에서는 학술 연구목적 등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기능도 함께 서비스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ㅇ

데이터 분석 수요자는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를 직접 연계하여 심층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센터에 상근하는 분석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거나 주문형
분석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통계데이터 광주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이용자 맞춤형 교육 및 설명회,
지자체․지역대학․연구원과의 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앞으로

통계데이터 광주센터가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에

”

필요한 다양한 통계와 분석자료 생산의 장이 될 것 이라고

“

기대하면서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과

”

활용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1. 통계데이터 광주센터 위치 1부.
2. 통계데이터센터 이용방법 및 절차 1부.
3. 통계데이터 광주센터 개소 사진 1부.

동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통계데이터 광주센터 위치

□ 주소 및 연락처
ㅇ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나라키움광주통합청사 4층
통계데이터 광주센터 우: 61902

ㅇ

전화 : (062) 380-7282~3

붙임 2

통계데이터센터 이용방법 및 절차

붙임 3

통계데이터 광주센터 개소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