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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국가통계 활용 전략1)
정용찬2)
요약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BIg Data)’ 환경을 조성했다. 데
이터 기반(Data-driven) 사회에서 대규모 데이터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미
국과 영국은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 정보의 개방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국
가 전략으로 내걸고 혁신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본 연구는 민간 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와 함께 주요국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벤치마킹하
여 국가통계에서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모색하였다. 데이터 시대에 정부는 데이터 공급자는 물
론 선도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제도 개편, 인재 육성, 공무원의 분석 능
력 강화 등 국가 차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 빅데이터, 국가통계, 데이터 공유, 데이터 역량 강화

1. 서론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데이터와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BIg
Data)’ 시대가 열리고 있다. 데이터 기반(data-driven) 사회에서 대규모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이므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 전략은 매우 중요
하다. 미국과 영국 등은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 정보의 전면적인 개방과 데
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국가 전략으로 내걸고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의 역할이 강조될수록 통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
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기반 사회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조사 환경은 악화되고 있
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경우 1인 가구의 증가, 가구원 수 감소, 재택률 저
하 등으로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를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응답거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선전화 가입자 감소
등으로 전화조사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
의 경우 선거조사에 활용된 자동응답전화(ARS)조사의 정확도가 낮아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도 이러한 상황을 대변한다(한국경제, 2016. 4. 14).
선거조사뿐 아니라 통계청이 조사하는 정부승인통계도 어려움에 처해있다. 통계청
은 2012년 말 광업·제조업 조사를 거부한 제조업체 4개사에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를
1) 이 논문은 2015년 10월 15일 통계청이 주관한 제5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빅데이터 혁명과 국가통계 활용 전략‘의 주요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음.
2)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통계정보연구실, 연구위원. E-mail:
ycjung@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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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했다(연합뉴스, 2013. 9. 23). 통계법은 지정통계의 경우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
이나 응답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전까지는 과태료를 징수한
적이 없다.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통계청의 가
계동향조사 응답 거부율은 2007년 17%에서 매년 높아져 2014년에는 22.5%에 달해 이
를 기초로 한 소득분배 통계의 신뢰도가 위협받고 있다(연합뉴스, 2015. 8. 18).
조사 환경 악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행정 등록 자료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에 기반 한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행정자료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다. MIT 연구진은 온
라인 소매업 데이터를 수집하여 물가 지수를 매일 산출하고 있다. 네덜란드 통계청은
거리에 설치한 센서를 이용, 교통량을 측정하여 차종별 통행속도와 통행량을 계산한
다. 이러한 측정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산출은 사물인터넷(IoT)이 확산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본 연구는 새로운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국가통계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민간 부문의 활용 사례와 함께 주요
국가의 활용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국가통계 생산과 관리체계에서 빅데이터 활용 전략
을 모색해 본다.

2. 빅데이터 활용 사례
2.1 민간 분야 활용 사례
빅데이터(Big Data)란 데이터의 양, 생성 주기(실시간 생산), 형식(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 포괄) 등에서 과거 데이터에 비해 규모가 크고, 형
태가 다양하여 기존의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크기의 데
이터를 의미한다(정용찬, 2012).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예전부터 존재했다. 빅데이터 환경이 과거와 다른 점은 데이터의 양이 폭증하였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단순히 구매 이력뿐 아니라, 위치정보와 SNS를
통해 고객의 생각과 의견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관련 장비와 소프트
웨어 측면에서도 기존의 비싼 스토리지와 데이터베이스, 고비용의 데이터웨어하우스
(data warehouse) 구축에서 탈피하여 분산병렬처리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활용
해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 데이터의 양은 물론 데이터 처리를 위한 장비와
방법론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정용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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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빅데이터 환경의 특징
구분

데이터

하드
웨어

기존
정형화된 수치자료 중심
기업 내부 데이터

비정형의 다양한 데이터
- 문자(SMS, 검색어)
- 영상(CCTV, 동영상), 위치정보
기업 외부 데이터

고가의 저장장치
데이터베이스
대규모 데이터웨어하우스 (Datawarehouse)

다수의 일반 PC 조합
클라우드 컴퓨팅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RDBMS)
상용 통계패키지(SAS, SPSS)
분석
방법

빅데이터 환경

통계분석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맵리듀스, NoSQL, Hadoop
오픈소스 분석 소프트웨어(R)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온라인 버즈 분석(opinion mining)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 출처 : 정용찬(2012), 빅데이터 혁명과 미디어 정책 이슈, KISDI Premium Report 2012-02.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 때문
에 민간 기업은 빅데이터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선도자라 할 수 있는 구
글은 데이터 기반 혁신 기업이다. 구글은 효과적인 검색엔진 개발을 위해 고가의 장
비 대신 저렴한 PC를 대량으로 이용하는 하드웨어 전략과 함께 대용량 데이터를 분
산 병렬 처리하기 위해 맵리듀스(MapReduce)와 구글 파일 시스템(Google File
System, GFS) 등을 개발했다(정용찬, 2013). 2004년 지메일(Gmail), 2006년 유튜브
(YouTube), 2007년 디지털광고회사 더블클릭(Doubleclick), 2013년 멀티미디어 스트리
밍 어댑터인 크롬캐스트(Chromecast) 등 미디어 관련 기업을 인수한 구글은 웹사이
트 방문자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를 개발하고
새로운 유형의 광고모델인 애드센스(AdSense)를 선보인다. 애드센스는 클릭을 한 광
고에 대해서만 과금을 매기는 방식(CPC, Cost Per Click)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는다. 또한 구글은 무인자동차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는 자동차에 부착된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구글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사결정은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인사관
리도 마찬가지다. 구글은 인사관리부서를 인사분석팀(People Analytics Team)으로 부
르는데 초기에는 승진도 성과와 관리자 평가, 자기 평가를 수식으로 모델링하여 적용
했다. 구글의 초콜릿 간식 줄이기 실험은 데이터 분석을 중요시하는 회사의 특성을
잘 나타내준다. 프로젝트 엠앤엠(Project M&M)이라 이름붙인 이 실험은 구글이 공짜
로 제공하는 초콜릿 등 고칼로리 간식과 탄산음료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시행했
다. 초콜릿은 불투명 용기에, 건강 스낵은 투명 용기에 넣고, 탄산음료는 냉장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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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생수는 눈높이 위치에 두었는데 이러한 조치로 설탕 첨가 음료 소비가 7% 감소
하고 생수 소비가 47% 증가했다. 뉴욕 사무실의 경우 7주 동안 총 310만 칼로리가 감
소했는데 이는 초콜릿 자판기 9대 분량이라고 한다(Washington Post, 2013).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YouTube)는 개인맞춤형 동영상 추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실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장 선호할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추천
해주는 방식이다.
스포츠 분야도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과거에
는 측정할 수 없었던 데이터를 수집하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트랙맨
(Trackman)이라는 야구공 추적 레이더 장비와 선수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카메라
(ChyronHego)로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투수의 경우 구속과
공을 놓는 포인트, 투구 거리와 손끝에서부터 투구 거리 등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한
다. 타자가 친 타구의 경우 배트 속도는 물론 타구의 궤적, 공의 방향과 시간, 거리를
측정한다(Swish Analytics, 2015). 이 외에 루상에 나간 주자와 수비수의 움직임과 반
응도 측정하는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의 양은 게임 당 평균 7.3테라바이트에 달한다.
제조업도 데이터분석에서 예외는 아니다. 백색가전의 대명사로 불리던 제너럴일렉
트릭(GE)은 데이터분석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항공기 엔진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여 조기에 조치하는 방식으로 엔진효율을 높이
고 있다.
영국 위성방송사 BSkyB는 고객 이탈(customer churn) 방지와 캠페인 시간 단축
목적의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소프트웨어를 활용하
고 있다. 1998년 CRM시스템 도입에 5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5일 소요되던 마케팅
캠페인을 하루로 단축했다. 2012년 12월에는 데이터 분석 전담 부서(Sky IQ)를 신설
하고 고객의 시청 트렌드를 분석하여 2013년 6월부터 생방송으로 맞춤형 광고
(AdSmart 서비스)를 영국 최초로 방송했다(The Guardian, 2013). 영국 지상파방송사
(Channel 4)는 데이터 분석 전담 부서(Audience technology and insight dapartment)
를 2012년 신설했고(Lisa Kelly, 2013), 미국 NBC Universal International은 데이터
담당 임원(Director of Data Science)을 두고 데이터 분석 전담팀(predictive analytics
team)을 운영하는 등 고객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Roberto V. Zicari, 2013).
이용자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추천시스템 분야의 선도자는 동영상 서비스 제공사
인 넷플릭스(Netflix)다. 넷플릭스는 2006년에는 100만 달러의 상금을 내걸고 추천시스
템 성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공모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독과 주연
배우를 선정하여 제작한 미니시리즈(House of Cards)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또
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맞춤형서비스(personalized service)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사 사이트 제목 색상과 디자인 선호까지 분석할 정도다.
인공지능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사례로는 최근 이세돌 기사와 대국을 벌여 승리한
알파고가 있다. 알파고 이전에 IBM 수퍼컴퓨터 딥블루((Deep Blue)는 1997년 인간
체스챔피언과 승부를 겨뤄 승리했고, IBM 수퍼컴퓨터 왓슨(Watson)은 미국의 인기
퀴즈쇼(Jeopardy!)에 출연하여 역대 우승자를 압도적인 점수 차로 이겼다(New York
Times, 2011).3) 퀴즈쇼에서 왓슨은 4테라바이트의 디스크 공간에 저장된 2억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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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의 콘텐츠를 활용했다. 현재 왓슨은 의료보험 데이터 분석과 종양 진단에 활용되
고 있으며 4) 씨티그룹(Citi group)과는 금융 분야 활용 계약을 체결했다.
2.2 공공 분야 활용 사례
물가지수는 정부가 산출하는 대표적인 경제지수 중의 하나다. MIT 연구팀은 온라
인 소매업 데이터를 수집하여 70개 국가의 물가 지수를 매일 산출한다. 뉴욕타임즈는
“정부가 독점하던 물가지수를 누구나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국 개스회사(British Gas)의 스마트계량기가 대표적인 사례
다. 영국의 경우 과거에는 일 년에 두 번 정도 계량기를 검침하고 이를 적절하게 나
누어 3개월 단위로 요금을 청구했다. 스마트 계량기 설치로 실시간 개스 사용량을 확
인할 수 있어 전기소비량이 많은 주중 요금은 인상하고 토요일은 무료로 제공하는 등
가격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저소득층의 가계비 절감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전력
소비 분산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http://www.britishgas.co.uk).
네덜란드는 도로 상에 설치한 2만여 개의 차량감지기를 통해 차종별 교통량, 속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경기 변동과 관련 있는 화물차량의 물동량 정보를 분석하고,
지역별 통행량지수(traffic index)를 산출하고 있다(Peter Struijs, 2014). SNS와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 통계도 빅데이터 시대의 중요한 정보 원천이다. 네덜란드 통계청은
소셜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감성(sentiment)분석 결과 소셜미디어가 경기와 상관관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간소비자신뢰지수 산출에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 통계국
(Eurostat)은 온라인 물가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물가지수 산출에 참고하고 있다. 중
국 통계청도 2013년부터 전자상거래업체와 제휴해서 빅데이터 물가지수 개발을 시작
했다. 이러한 측정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산출은 사물인터넷(IoT)이 활성화되면 더 확
산될 전망이다.
<표 2.2> 빅데이터의 국가통계 활용 사례
구분
교통 통신
통계

데이터 유형

주요 내용

네덜란드는 도로 상에 설치한 2만여 개의 차량감지기를 통해 차종별
센서 데이터
교통량, 속도 등의 정보 수집
(Sensor
경기 변동과 관련 있는 화물차량의 물동량 정보 분석, 지역별 통행량지
data)
수(traffic index) 산출

네덜란드 통계청은 소셜미디어메시지에 대한 감성(sentiment)분석
소셜미디
감성분석 결과 경기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간소비자신뢰
SNS, 블로그
어통계
지수 산출에 활용 가능
UN Global Pulse의 트위터와 물가 관계 분석

3) 퀴즈쇼 <제퍼디>는 질문 분야가 광범위하고 은유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의미를 파악하기 어
렵다.
4) 2013년 Westmed Medical Group과 폐암치료 업무협약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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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물가 통계

데이터 유형

주요 내용

온라인
데이터

Eurostat는 인터넷의 물가 정보를 자동 수집, 소비자물가지수(CPI) 산
출에 참고
MIT의 Billion Prices Project
중국 통계청은 2013년 11월 알리바바, 바이두 등 11개 전자상거래업체
와 빅데이터 물가지수 개발 위한 파트너쉽 협약 체결

관광통계 GPS 데이터 관광통계 산출에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활용
* 출처 : UNECE(2013), What does “Big Data” mean for official statistics? Peter Struijs(2014),
Traffic loop data for transport statistics, http://bpp.mit.edu/

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도 신문 기사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뉴스의 가치를 높인 대표적인 사례다. 2014년도 한국언론연감에 의하면 일간지가 177
개, 주간신문이 1,136개, 방송 53개, 인터넷신문 1,176개 등 총 3,156개에 달한다. 이렇
게 많은 종류의 언론사에서 쏟아내는 기사의 양은 연간 1,000만개에 달할 정도로 엄
청날 뿐 아니라 기사에 포함된 사진과 표, 그래프, 음성, 동영상, 메타데이터를 생각하
면 뉴스 기사야말로 전형적인 빅데이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박대민 등, 2015).
우리 정부도 2013년 12월 미래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 및 정부3.0 지원
을 위한 빅데이터 산업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수요 부문에서 빅데이터 시장창출과 확
대를 위해 선도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유
통 빅데이터를 통한 중소상인 지원, 외국인 관광 빅데이터 분석 기반 관광산업 지원,
자동차 부품기업 공동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진료정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유의질병 및 병원정보 제공,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조기 대응 서비스를 공공기관
과 민간 개발업체가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2015년의 경우에도 제조업, 유
통, 에너지, 서비스 업종 분야 등 5개 부문에서 시범사업 서비스를 진행했다.
<표 2.3> 2015년 빅데이터 시범사업(미래부/NIA)
서비스명

내용

주관기관/참여기관

클라우드 기반의 해양플랜트 공정 관 현대중공업(주)/
제조 프로세스 분석을 위한 련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제조 공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정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 분석 및 컨 ㈜사이버다임
설팅 서비스 제공
(사)한국ICT융합네트워크
선박의 새로운 수요 데이터를 분석하
빅데이터 기반 선박 신수요 여 선박산업 신제품·기술 개발 대상 ㈜대우조선해양/
예측 플랫폼 및 MRO
예측
㈜더존비즈온,
서비스 모델 개발
운항중인 선박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 융합산업연합회
제적인 선박 유지·보수 서비스 수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트렌드 분석 및 예측

소셜 데이터 및 카드 결제정보를 통해
비씨카드(주)/
파악한 소비 유형 ·패턴을 기반으로
LG CNS
타겟 마케팅 전략 수립 및 금융분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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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서비스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전시컨벤션 서비스 구축

주관기관/참여기관

유동인구, 매출 등 중소 프랜차이즈
SGA(주)/
업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냉·난방 기기
㈜SK텔레콤
를 제어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
㈜엔코디
는 서비스 제공
비콘에서 발생하는 관람객 위치정보·
한화S&C(주)/
이동경로 데이터를 분석, 전시 컨텐츠,
㈜코엑스
길안내, 주변 정보 제공

* 출처 : 미래부 보도자료(‘15. 5. 29), ‘빅데이터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및 착수보고회 개최’

3. 국가통계 활용 전략
영국은 데이터 개방 의무화(Open Data by Default) 정책을 통해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보유한 소비자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다시 제공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혁신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A 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을 통해 빅데이터 전문 인력(Human Capital) 확보에 힘쓰고 있다
(HM Government, 2013).
미국은 각 부처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통해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부처별로 추진 중인 빅데이터
연구개발 계획을 전담하며, 후속 프로젝트 등을 총괄 관리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에는 ‘빅데이터: 기회 포착과 가치 보호’ 발표를 통해 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이
익의 극대화와 개인정보보호라는 시민 가치의 보호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White House, 2014).
<표 3.1> 주요국의 빅데이터 정책
구분

전략

추진조직

특징
오픈데이터를 통한 혁신,
성장 도모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개혁

영국

내각 사무국이 전담
오픈데이터정책
공공데이터그룹(공급자)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13. 10)
데이터전략위(사용자)

미국

빅데이터 연구개발 전략(‘12.3) 대통령실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을 통한 인력 양성
기회포착과 가치보호전략(‘14.5) 빅데이터 고위 운영그룹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제시

한국

빅데이터 산업 발전전략(’13.12) 미래부, 안행부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14.9)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일자리)
2017년 오픈데이터5대 강국

* 출처 : 정용찬 외(2014) ‘빅데이터산업 촉진전략연구’의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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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범위가 점차 광범위해지고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면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 확산은 세계적 추세다. 각
국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영국은 1998년
에 데이터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한 이후 2014년 정보보호위
원회(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데이터보호와 활용을 위한 연구보고서
“Big data and data protection”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2년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레임
워크’를 발표한 이후 2014년 ‘빅데이터: 기회 포착과 가치 보호’를 통해 그 동안 제기
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유럽연합은 2002년에 제정된
‘ePrivacy Directive’를 2009년에 개정하였고, 2014년 3월에는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지
침(General Data Protection Directive, 1995)’을 강화한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규칙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승인했다. 일본은 2003년에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변화 요구를 반영하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시대
를 맞이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고(2014년 8
월 시행),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빅데이터를 국가승인통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국가승인통계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표본 추출 이론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가 정확성과 대표성
의 관점에서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빅데이터는 시의성과 생산 비용에서 비교 우위가 있
다.
<표 3.2> 빅데이터와 국가승인통계의 특징 비교
구분

빅데이터

국가승인통계

관련성(relevance)

분야별 상이

높음

정확성(accuracy)

분야별 상이

높음

시의성(timeliness)

매우 높음

다소 낮음

생산비용 (cost)

비교적 낮음

높음

응답부담(burden)

낮음

높음

* 출처 : 정용찬(2011), ‘성과와 고객 관점의 통계품질진단 개선’. 국가통계포럼: 국가통계의 현안과
대응(2011. 5. 26) 발표 자료의 ‘품질 평가 기준’ 일부 활용. 품질 평가 기준 원 출처는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2007). “Strengthening Federal
Statistics”

빅데이터의 국가통계 활용 전략은 보완, 대체, 창조로 구분한다(UNECE, 2013). 국
가승인통계를 보완하는 자료로 빅데이터 기반통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할 수
있고, 신뢰도가 확보된다면 국가승인통계를 대체할 수 있다. 물론 기존에 존재하지 않
았던 빅데이터 기반 통계를 새롭게 개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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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빅데이터의 국가통계 활용 전략
구분

내용

보완

빅데이터 활용 통계를 국가통계의 보조 지표로 활용
빅데이터와 정부승인통계를 결합

대체

빅데이터 기반 통계로 기존 국가승인통계를 대체

창조

새로운 빅데이터 기반 통계 개발

* 출처 : UNECE(2013), What does “Big Data” mean for official statistics?.

이용자의 검색어에 기초한 구글의 독감 동향 서비스(google.org/flutrends)는 신속
성에서는 장점이 부각되었지만 실제 독감으로 판정된 환자수를 기반으로 한 질병통제
본부의 데이터가 독감 환자 예측에서는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 원천이 서로 다른
두 데이터는 보완 관계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1> 구글의 독감 예측과 미 질병통제본부의 예측
* 출처 : http://haicontroversies.blogspot.kr/2013/01/cdc-versus-google-trends.html

국가통계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는 조세, 부동산, 의료기록 등 행정통계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금융거래나 신용카드 거래 정보, 전자상거래 등 민간 부문의 데이터
도 개인 식별정보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 원천이다. 이 밖에 GPS 정
보, CCTV나 위성사진의 영상데이터와 휴대전화 기록,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 등의 의
견 데이터 등도 활용 가능한 데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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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국가통계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구분
행정데이터
상업용/거래 데이터
센서 데이터
추적(tracking) 데이터
행동 데이터
의견(opinion) 데이터

고려 사항
전자의료기록, 보험, 부동산, 조세…
신용카드, 온라인 상거래(모바일 기기)…
위성 사진, 도로, 교통, 기후…
모바일 휴대전화, GPS…
온라인 검색(상품, 서비스, 기타 정보)…
블로그, 소셜미디어…

* 출처 : UNECE(2013), What does “Big Data” mean for official statistics?

빅데이터를 국가통계로 활용할 경우 법률적 검토와 데이터 관리 정책, 분석 방법
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표 3.5> 빅데이터의 국가승인통계 활용 시 고려 사항
구분
법적 근거(Legislative)
프라이버시(Privacy)
재무적(Financial) 관점
관리(Management)
방법론(Methodological)
기술(Technological)

고려 사항
데이터 접근과 이용 관련 법령
데이터 재이용 관련 사회적 공감대
민간 데이터 획득 비용 대비 효용
데이터 관리와 보호 관련 정책과 규정
데이터 품질과 통계방법론의 적합성
정보기술(IT) 관련 이슈

* 출처 : UNECE(2013), What does “Big Data” mean for official statistics?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
하고 있는 정부는 데이터 공급자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민간기업이 보유하
고 있는 데이터 공개를 위한 선도자이자 데이터 활용을 촉진시키는 활용자 역할을 담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3.6> 빅데이터 시대 정부의 역할
구분
공급자
(supplier)
선도자
(leader)
촉매자
(catalyst)
활용자
(user)

내용
경제성장과 기업혁신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
데이터 품질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정부 데이터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정부, 국공영기업, 민간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도 공개
데이터 이용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데이터 기반 산업 등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를 위해 오픈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내부 의사결정의 개선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고급 분석 서비스를
제공
오픈데이터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가 민간 영역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 출처 : The World Bank(2014), Open Data for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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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국가통계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
다.5) 첫째,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데이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정보
화 시대에 인터넷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데이터 시대를 대비한 초중등
교육 과정의 개선(컴퓨팅과 데이터 분석 능력), 전문교사 양성 등 교육제도 개편과 인
재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촉진을 위한 단계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국
세, 교통, 부동산, 기상, 보건, 의료 등 활용도 높은 분야의 정부 데이터를 개인 식별
정보 삭제를 전제로 과감하게 개방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정부, 민간 데이터 공동 활
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생산하는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에 대한 개인, 기업, 정부 등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
어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유선전화조사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통
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안이지만 현재는 정당 경선과 정당 정책 조사
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선거조사를 포함한 여론조사와 연구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소셜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 SNS와 블로그에서 생성되
는 소셜데이터는 그 시대의 사회, 정치, 경제에 대한 시대 상황과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소
셜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의회도서관과 트위터가 2010년 4월 아카이브
(Archive) 구축 협약을 맺은 미국의 사례도 참고할만하다.
데이터 공유와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수요자 측면의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 영국
은 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공데이터그룹(Public Data Group)과 수요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이터전략위원회(Data Strategy Board)와 오픈데이터이용자그룹(Open
Data User Group)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데이터 수요자 그룹과 공급자 그룹 간의 소통을 확대할 수 있
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빅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개념의 재정의, 개인 정보의 유통과 활
용,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2014년 12월 발표했다. 여기서 ‘개인 정보’ 개념은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포괄적 정의를 준용하고 있어 활용 측면에서는 다소 제약이 있다.6)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비해 민감성이 떨어지는
주소, 이메일 등의 활용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정용찬, 2015). 부처 간의 행

5) 본 고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전략 방향은 정용찬 외(2014)의 ‘제6장 빅데이터 산업 촉진 전
략’, ‘제2절 빅데이터 산업 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의 내용 일부를 수정, 보완함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
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
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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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료 공유도 제약이 많다. 정부승인통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행정자료 이용이 검
토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통계청의 가계소
득 산출에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세청은 금융소득 자료 제공이 현행법에 어긋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시사저널, 2015).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려면 어떤 정보를 보호하고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한 사
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규제 강도가 매우 강한 나라에 속하므로
(나성현, 2015; Hogan Lovells, 2014) 개인정보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는 사회적 논의
가 매우 중요하다.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는 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제도에 따라 가변
적이다. 예를 들어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청렴도 최상위 국가군에 속하는 핀란드의
경우 개인 소득과 납세 정보는 누구나 확인 가능한 공개 정보다. 데이터 시대에 대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료: 나성현(2015), IoT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KISDI Premium Report. 원 출처는
Hogan Lovells(2014). “Data Privacy Regulation Comes of Age in Asia.” 데이터 운영 시
요구사항, 직접적인 마케팅 규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통제, 집행 환경의 강도의
4가지 요소를 종합 평가. 한국은 4부문 모두 1위.
<그림 3.2> 아시아 주요국의 개인정보 규제 수준

넷째,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기업과 교
육기관의 협업 모델이 매우 중요하며, 데이터과학자(data scientist), 실무 전문가(관련
업무 종사자), 예비전문가(대학, 대학원생) 등 특성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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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정용찬, 2014). 특히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위해서 데이터 보안, 암호화, 비식별
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개발
에 최대 우선순위를 두고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원, 국토안보부, 국가안보국 등이 프
라이버시 연구에 매년 7천7백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White House 2014). 익
명화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데이터 제공자의 부담 경감과 유
통 활성화 기반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정용찬 외, 2014).
다섯째, 데이터 중심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환경에서 정부 정책 수립은
‘데이터에 기반’해야 하므로 의사결정권자의 지원과 조직 구성원의 학습과 공감대 형
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데이터 기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전문
인력 확충이 중요하다. ‘기록관’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비
해 ‘통계전문가’는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수준으로 규정한 통계법의 관련 규정의 강화
가 필요하다.
<표 3.7> 기록관과 통계전문가 확보 관련 법령
구분

내용

기록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 ①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통계전문가

- 통계법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규모 데이터가 자동으로 양산되면 기존 국가통계 생산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
통계(Statistics)의 어원이 ‘국가의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국가통계 생산 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 UN의 국가통계(Official Statistics) 10대 원칙
(Fundamental Principles)에 따르면 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원천을 활용
할 수 있으며, 통계 작성 기관은 품질과 적시성, 비용은 물론 응답자의 부담을 고려하
여 데이터 수집 방법을 선택해야한다고 정의하고 있다.7) 변화하는 조사 환경에 적합
한 새로운 통계조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의 의무라는 뜻이다. 미
래 자원이 될 데이터의 가치는 공유와 활용을 통해 배가될 수 있다. 빅데이터의 국가
통계 활용 전략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데이터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 창출
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7) Principle 5. Data for statistical purposes may be drawn from all types of sources, be
they statistical surveys or administrative records. Statistical agencies are to choose the
source with regard to quality, timeliness, costs and the burden on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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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 Strategy of Big Data for Official Statistics
Yong Chan Jung1)
Abstract
With the expansion of the digital economy based on the Internet and rapid penetration of
smart devices, the age of big data has arrived. The rise of wearable devices such as
smartwatches indicates the widespread adoption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and thereby
an exponential increase in data volumes, while data themselves are considered a new type of
assets. Major economies including the U.S. and U.K. have announced big data initiatives as
part of their national strategy and pursued the opening of public information and data sharing
for value crea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lay out a strategy to use the big data for
official statistics. In this age of big data where data analytics play a pivotal role i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not only private businesses but the public sector and a country as a
whole,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haring new data assets and reducing public
cost.

Key words : big data, official statistics, opening of public data, data sharing,
privac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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