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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개발원 인공지능 활용해서 정부의 통계분류 혁신 선도
“인공지능 기반 산업분류 자동화 연구”로 과기부 디지털 공공사업 선정의 발판
- 통계개발원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6호 발간 -

□ 통계개발원

(SRI,

원장 전영일)이 지난

2년간

통계분류 혁신 연구” 가 과학기술부 주관
프로젝트에 선정된
5천만원

○

“인공지능

진행한

'22년

“인공지능(AI)

응용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기반 통계분류 자동화”('22년 사업비

17억

확보) 연구 사업의 발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호에서는 과기부의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통계청
분류시스템 개발사업」의 핵심이 된 인공지능
이번

6

AI

“

기반 산업분류 자동화 연구”(통계개발원 데이터과학팀) 결과를 소개한다.
-

·

연구진(김혜란 사무관 임경민 주무관)은

“자연어

처리기술과 머신러닝

기반 분류 알고리즘 응용”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반 산업 분류의 자동화
혁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중심으로 현재 통계 생산과정에 인공지능 기반 통계분류를
활용하여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고(세분류 89%~대분류 96%), 분류의 혁신방안
(주요 내검의 자동화)을 제시

○ 통계개발원 통계청 소속 책임운영기관 에서 수행한 이번 인공지능 응용
(

)

연구는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가 되는 핵심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대폭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 전영일 통계개발원장은
되면,

300여개

“인공지능

기반 통계분류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

·

· ·

국내 법률에서 준용하는 산업 직업 질병 사인분류 활용

통계 등이 보다 정확하고 시의적으로 생산되어 범부처적으로 이러한
통계에 기반한 증거기반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 덧붙여

, “이번 2년간

·

집중한 팀

넘어 민 관 협력을 통해
“경계를

확대하여

AI 연구는

AI혁신을

정부내

R&D쇄신의

한계를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며

넘어서는 융합연구와 산· 학· 연· 관 팀연구의 집현 창의력을
G7

국가를 선도하는

AI · 데이터

인재 대국을 준비하자”는

비젼을 제시했다.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SRI Data Research Brief)

·

」는

통계개발원이 발간

· ·

하는 계간지로서 국가통계 데이터 혁신 연구를 촉진시키고 민 관 학계와
혁신적인 데이터 개발의 도약과 소통을 강화시키고 있다.

□ 관련 연구보고서와 간행물은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
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붙임

데이터리서치브리프 제6호 내용(요약)

인공지능 기반 산업분류 자동화 연구1)

임경민(통계개발원 주무관), 김혜란(통계개발원 사무관)
❍ (연구배경 및 목적) 빅데이터 및 행정자료 등을 ICT기술과 연계하여 정보를
창출하는 데이터과학 방법론을 국가통계에 적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증대
본 연구는 통계조사 데이터에 대한 시험분석을 통해 인공지능(AI) 분류 알고
리즘의 정확도를 시산하고, 통계생산 프로세스에 인공지능(AI) 기반 통계분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중심으로 검토
❍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
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동일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통계목적의
분류체계이며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함
- 현재 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영문대문자)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의 총 5단계로 구성
- 통계청 통계 산업분류 현장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사업체가 수행하는 활동 내용을
텍스트로 응답하면 조사원이 해당되는 산업분류 부호를 기입
❍ (산업분류코드 자료처리) 통계청은 산업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부터 기초연구와 방법론 연구를 거쳐 2001년 산업·직업 자동코딩 시스템을
개발하여 조사표의 텍스트 정보에 기반한 산업분류 코딩작업에 활용
- 산업분류 자동코딩 시스템은 ①산업분류를 판단할 수 있는 논리 규칙으로 이
루어진 사례사전을 이용한 분류와 ②어절 단위로 추출한 색인어 사전을 이용
한 분류라는 두 단계를 거쳐 자동코딩 분류를 수행
- 자동코딩시스템을 통해 연계되지 않는 자료는 채용된 전문 내검원에 의한 내용
검토 과정을 거쳐 산업분류를 결정하나, 확인 대상 조사자료 증가에 따른 업무
부하와 함께 내검요원 간의 숙련도 차이에 따른 비표본오차 등이 우려
❍ (인공지능 기반 산업분류 자동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통계분류를
자동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진행

1) 리서치 브리프는 저자가 통계개발원에서 연구한「데이터과학 기법 국가통계 시험적용 분석(2020)」
및「데이터과학 기법 국가통계 시험적용 분석(2020)」의 일부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 선행연구 `머신러닝 기반 산업분류 자동코딩 시험분석(2020년 통계개발원 연구과제)'
에서 기계학습 자연어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시스템의 사례사전 영역을
색인정보 임베딩과 지도학습 분류 모델로 대체하고, 색인어 영역은 사전학습
언어모델과 텍스트 추론 기반 분류항목 검색으로 대체하는 방법론 적용
❍ (방법론 적용 결과) 통계청 일부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방법론 적용
결과 대분류 수준에서는 95.9%, 중분류 수준 93.8%, 소분류 수준 91.4%, 세분류
수준에서는 88.9%의 정확도로 산업분류부호 예측을 확인
<지역별고용조사 자료 AI 기반 산업분류 예측 결과>
모델
기반 모델
(FastTest + FCNN,
epoch=200, lr=0.05)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정확도(F1)

0.959

0.938

0.914

0.889

학습시간(s)

67.0

143.0

271.2

393.0

분류수행속도(iter/s)

79691.9

81395.6

39805.3

21773.8

❍ (기대효과) AI 기반 통계분류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통계분류 자료처리
프로세스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즉 ①
통계청의 분류전문가의 판단으로 검증된 규칙 기반 전산연계의 정제 ②AI 기반
통계분류 자동화 응용을 통한 분류의 효율화 ③숙련된 내검원의 분류검증의
정확성 고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