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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개발원(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SRI)은 2006년에 개원한 이래 국내에 유일
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가통계⋅조사 방법론의 발전과 데이터기반 정
책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SRI는
“광출어혁(光出於革)”의 정신, 즉 혁신에(革) 기반한 실용적인 「팀연구」를 통해서 국
가통계⋅데이터과학의 미래를 밝히고자(光) 노력하였습니다.
의 「2020년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혁신연구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제⋅사회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 설계 연구를 비롯해서 「데이터기반 인구⋅사회⋅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혼인⋅저
출산⋅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심층 분석,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지원하
는 지역사회지표 체계구축, 그리고 SDG를 활용한 남북한 통합통계 방안 등입니다.
또한 2020년 2월에 출범한 「SDG 데이터연구센터」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이행
현황 점검과 SDG 대국민 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는 실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SRI

국가통계⋅데이터과학⋅조사방법론 분야에서는 「데이터 정보보호센터」를 중심으
로 개인정보보호 방법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적용 등 실용적인 연구가 진행되
었습니다. 또한 「조사표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활용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사용성 평가를 비롯해서 「조사표 인지실험」을 적용한 국가통계의 품질개선이 이루어
졌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데이터과학(Data Science)을 국가통계에 활용하고자하는
기초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데이터 혁신 방법론」의 새로운 전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금년에 개원 15주년을 맞는 SRI는 본 연구보고서가 증거기반정책 입안자의 데이
터 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통계 생산자의 혁신적인 조사방법론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RI가 「국가통계 싱크탱크」로
서 국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격려를 부
탁드립니다. 국가통계의 도약과 혁신적 개발을 위하여 제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
하여 주십시오. 겸허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2020년 연구보고서」를 위하여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광출어혁(光出於革)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한 연구진과 대내외적으로 협력⋅공동
연구에 참여한 민⋅관의 연구자들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및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년 4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2021

전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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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라 데이터의 폭발적 증대, 컴퓨팅 능력의 향상, 딥
러닝을 비롯한 학습 알고리즘의 발전 등으로 빅데이터를 ICT 기술과 연계하여
정보를 창출하는 데이터 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과학의 정의 및 관련 학문과의 관계 등 학문적 기본개
념과 연구영역, 국내외 동향 등을 통해 도입에 필요한 다양한 검토요소와 쟁점
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국내외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국가통계 적용 가능성을 모
색하여 중장기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과학의 국내외 국가통계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는 통계인프
라 구축과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통계 생산분야에서도 활성화되어 있으며, 행정서
비스 분야에서는 대상업무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
는 통계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이나 챗봇 형태의 민원 응대를 위한 자동화시스템
은 활성화되어 있으나 국가통계 생산분야에서는 활용이 저조한 편이다. 통계청에
서는 통계작성에 있어 조사기반에서 행정자료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가통계 제도
의 체질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데이터 과학 기반 국가통계 생산을 위하여 AI, 머신러닝 등 과학기술을 사용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데이터 과학 방법을 국가통계에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계 생산체계 측면에서는 통계
분류 자동코딩 및 시스템구축, 자료정제 및 무응답자료처리, 자료 내검규칙 적용
연구 등 인공지능 적용 국가통계 생산방식 개선 및 효율화를 위한 연구, 둘째
국가통계 관리체계 측면에서는 국가통계 승인제도, 국가통계 품질진단,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개선 등 다출처 자료 활용 국가통계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셋째 데이터 서비스체계 측면에서는 데이터 DB 및 연계시스템 구축, 데이
터 과학 역량강화 방안 마련, 정보제공 및 협업네트워크 구축 강화 등 데이터
과학 기반 국가통계 활용 및 확산 지원을 위한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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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 통계 조사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를 ICT 기술과 연계하여,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창
출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1인 가구 증가, 개인정보보호 강화, 언택트(Untact) 문화의 대중화로 현장 대면조
사 악화, 유선가입자 감소 등 조사 환경 악화에 따라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료수
집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통계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및 웨어러블(wearable) 시장의 출현으로 대규모
데이터가 자동으로 양산되어 기존 국가통계 생산체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또한, 국가통계는 특성상 현상 설명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통계 분야별로 예
측과 다출처자료 연계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

<표 1-1> 국가통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어제
•
•
•
•

통치를 위한 도구
세금, 징집 등이 주목표
정치산술 (17~18세기 유럽)
국민주도, 사회통계 개념 강화,
정치적 중립성(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오늘
•
•
•
•

공식 주요 행정기구
국민의 요구를 국가가 수행
시장경제의 파수꾼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

출처 : 김용대(2016), “빅데이와 국가통계” 발표자료 내용수정

내일
•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
• 연결사회의 종합적 파악
• 현황파악에서 예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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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통계학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20세기 이전까지 통계학은 소규모의 데이터를 추론방법으로 분석하고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으로 데이터 자체보다 확률이론과 추론법이 더 강조되는 편
이었다.
◦ 20세기 중후반부터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계산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큰 규모의 데이터에 다양한 분석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21세기 빅데이터의 시대에 접어든 이후 데이터의 규모나 종류가 크게 확대되고,
실시간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되어 기존 학문이 온전히 담당하기가 어려워졌다.

□

2. 연구목적

□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 생산과 예측의 필요성으로 데이터 과학의 사용 요구는 높
아졌으나, 아직 국가통계에 데이터 과학기법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부족하
여 체계적으로 기본개념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 또한, 데이터 과학 국가통계 활용사례를 수집·분석하여 통계생산 적용방안 및 과
학적 통계방법론 검토 등 국가통계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는 데이터 수집, 분석방법 등 국가통계 생산·관리체계 개선
및 통계생산 거버넌스 구축 지원 등 데이터 과학을 국가통계에 활용하기 위한 중
장기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과학의 기초 개념을 검토하고, 국내 및 해외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통계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여, 향후 집중 연구분야 탐색을
선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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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데이터 과학 기초자료 및 동향탐색

1. 데이터 과학의 기본개념
1.1 데이터 과학의 정의

□ 데이터 과학 의 사전적 의미 및 학계, 통계학자, 데이터 과학자가 말하는 데이터
과학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데이터 과학(data science)이란, 데이터마이닝과 유사하게 정형, 비정형 형태를 포
함한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인사이트를 추출하는데 과학적 프로세스, 알
고리즘, 시스템을 동원하는 융합분야이다(위키피디아).
◦ 데이터 과학은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통찰력과 지식을 얻고 추론하기 위한 과학
적 방법론과 인간과 사회에 유용한 디지털 솔루션을 만들어 적용하고 개선하는
공학적 측면을 포괄하는 새로운 학문이다(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2019).
◦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에 필요한 데이터 프로세싱 기술과 데이터
분석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찾아내고, 통계적 추
정, 예측모델링 등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창출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
을 연구하는 융합과학이다(박성현 , 2020).
◦ 데이터 과학이란 적절한 컴퓨터 툴과 통계방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활동이다(권재명 , 2016).
1)

2)

3)

데이터 과학(data science)은 최초 1974년 코펜하겐 대학의 전산학 교수 피터 나우어가 전산과학이 곧
데이터 과학이라고 언급, 1997년 통계학자 제프 우(Jeff Wu) 교수는 “통계=데이터 과학?”이라는 강연
을 한 적이 있음. 2001년 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데이터 과학을 알린 사람은 퍼듀대학의 윌
리엄 클리블랜드교수이며, [Data science: an action plan for expanding the technical areas of the field of
statistics. International statistical Review, pp.21~26] (William Cleveland, 2001)에서 데이터 과학은 더 향
상된 데이터 분석을 위해 통계학이 전산학과 융합하며 학습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소개
2)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전임 원장
3) 실리론밸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통계학 박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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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이터 과학 관련 학문

□ 데이터 과학은 통계학,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마이닝, 기계학습, 인공지능, 데이터베
이스 및 프로세싱 등 여러 학문과 연관이 있으며, 그 핵심에 데이터 과학이 있다.
◦ 아래에서는 관련 학문과 데이터 과학의 연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 http://www.oralytics.com/2012_06_01_archive.html

통계학은 조사나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추
론하는 학문으로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과학적 길잡이 역할
을 한다.
◦ 통계학이 학문으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게 된 이유는 데이터로부터 정보와 지
식을 얻는 이론과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통계학은 이론개발에 계속 치중하여 연구하고 데이터 과학은 통계적 방법에 대
한 이론 개발보다는 적용에 국한하여 발전해 나갈 것이며, 통계학과 데이터 과
학은 상생의 공존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발전해나갈 것임을 예측 했다.



4)

4)

박성현(2017), “통계학 연구의 과거·현재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데이터사이언스의 역할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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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학은 데이터 과학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았다.
◦ 중요한 건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레 습득하는 비판적 사고방식이며, 데이
터 과학에서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통계학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는 건,
데이터의 크기가 커서 간단한 히스토그램만으로도 충분히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기술(DT)은 주로 통계학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다.
◦ 데이터의 측정, 수집, 축적 기술에서부터 시작하여 데이터의 전송, 분석 및 해석
능력, 데이터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는 기술, 통계적 모형화 기술,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 등을 다루는 통계 기반의 과학적 기술이다.
◦ 현대통계학의 영역확장에 속하며 데이터의 취급, 소프트웨어의 구축, 모형화 및
미래예측 기술을 주로 다루고 있다.



□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기술(DT)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과학으로, 데이터와 관련
된 모든 것을 다루는 학문이다.
데이터 시각화는 자료와 수치와 특성을 도형의 크기, 모양 및 색상으로 변환하여
보는 이들이 패턴을 찾도록 하는 것으로써, 도식적인 형태 안에 추상적 혹은 정
량적으로 표현된 속성이나 변수를 포함한 정보이다.
◦ 시각화 분류에는 데이터시각화 , 정보시각화, 정보디자인, 인포그래픽이 있다.



5)

<표 2-1> 시각화 기법 및 방법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막대그래프
누적 막대그래프
선그래프

파이차트
도넛차트
트리맵
누적 연속그래프
히스토그램

관계 시각화
선점도
버블차트

비교 시각화
히트맵
체르노프 페이스
스타차트
평행좌표계

공간 시각화
지도 매핑

출처 : 장영재(2016), “데이터 과학 입문”

5)

좁은 의미의 데이터 시각화란 데이터 자체의 시각적 표현의 연구. 주요 목적은 그래픽을 이용해 명
확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 교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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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은 데이터 분석과 의사소통이다.
◦ 데이터에 내재된 경향이나 분석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
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일일이 살펴보지 않고도 결과를 알 수 있
게끔 정보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은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
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파악하거나 예측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과학에서 분석과정의 핵심역할을 한다.
◦ 데이터마이닝 기법 및 도구에는 연관분석, 분류분석, 예측분석, 군집분석, 텍스트
마이닝, 사회연결망분석 등이 있다.



<표 2-2> 데이터마이닝 분야별 정의
분야

정의

컴퓨터
과학

패턴인식 기술뿐만 아니라 통계적·수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저장된 거대한
자료로부터 우리에게 유익하고 흥미 있는 새로운 관계, 성향, 패턴 등 다양하
고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

경영정보
시스템
(MIS)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혹은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값진 정보를 사용자가 전문적 지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
원 시스템 개발과정을 통칭

통계학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및 모형 선택 방법론의 개발

출처 : 최대우 외(2017), “데이터 과학 입문”

□ 데이터 마이닝 전체 프로세스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모델 구축
이 아니라 데이터 준비이며, 다음으로 데이터와 업무에 대한 이해이다.
◦ 분석작업의 80%가 데이터 정제 및 준비, 20%만이 모델링에 쓰인다.
빅데이터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며, 빅데이
터의 속성은 대용량(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이다.
◦ 빅데이터 때문에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한 과학이론과 그러한 연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던 표본데이터, 즉 스몰데이터 분석법들의 종말을 예고 하기도 했다.



6)

7)

다양성 : 여러 가지 데이터 값의 유형(수치형, 범주형), 데이터의 형식(오디오 파일, 비디오 파일), 데
이터 애플리케이션(위치 좌표, 그래프 데이터)과 관련되며 데이터 수집방법이 다름(SNS 등)
7) 크리스 앤더슨(2008), “이론의 종말: 데이터 홍수가 과학적 방법론을 쓸모없게 만든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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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덕분에 이전까지 밝혀내기 어려웠던 많은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것이
지만, 지금까지 통계분석이 사용된 모든 분야의 모든 문제에 빅데이터 분석이
성공적으로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통계학의 스몰(표본)데이터는 인과관계를 분석하지만, 데이터 과학의 빅데이터는
상관관계만으로 분석이 가능(빅데이터 분석의 해결과제는 질적 분석)하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
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
◦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는 역
할을 하는 인공지능의 한 부분으로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알고리즘과 기
술을 개발하는 분야이다.
◦ 딥러닝(deep learning)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이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가능
하게 해주는 기술 중의 하나이며, 딥러닝은 머신러닝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의
하나이다.



① 지도학습(=감독학습, 관리학습): 입력 데이터
들을 통해 입력변수들의 정보를 받아서 정
해진 반응변수(출력변수)에 대한 예측 값을
얻는 것
② 비지도학습(=자율학습): 입력데이터만 있고
미리 정해진 출력변수가 없음. 데이터 안에
숨어있는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고 싶을
때 사용
③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전혀 데이
터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단을 내리거
나 행동을 했을 때 결과치를 통해 학습해야 할
경우. 스스로 행동하며 시행착오(trial-error)
를 통해 학습하는 방식

출처: 장영재(2020), “디지털혁신과 빅데이
터”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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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데이터마이닝과 머신러닝 비교
구분

데이터마이닝

머신러닝

사용되는 기법

연관분석, 회귀분석, 분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분석방법론

통계학적 관점 방법론

컴퓨터사이언스관점 방법론

목적

패턴이나 인사이트 추론

정확한 예측

활용분야

리서치분야

비즈니스분야

□ 인공지능은 사람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기능을 강화해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인공지능은 현재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순작업을 매우 효율적으로 매우 빠르게
수행하도록 실현할 수 있기 때문 이다.
8)

2. 데이터 과학 연구영역
2.1 데이터 과학의 포괄범위

□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IT분야(해킹스킬), 분석적 영역(수학과 통계
학, 지식), 비즈니스 컨설팅 영역(내용적 전문성)을 포괄한다.
① IT분야 : 시그널 프로세싱, 프로그래
밍, 데이터엔지니어링, 데이터웨어하
우징, 고성능컴퓨팅 등
② 분석적 영역 : 수학, 확률모델, 기계학
습, 통계학, 패턴인식,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베이스, 시각화 등
③ 비즈니스 컨설팅 영역 : 커뮤니케이
션, 프레젠테이션, 스토리텔링, 시각
화 등
* 드루 콘웨이의 데이터 과학 벤다이어그램

예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을 분류하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종류가 너무 많으면 어려
움.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수한 패턴을 발견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최적인지 판단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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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영역별 요소에 기반하여 많은 데이터에서 정보를 찾고, 복잡한 대용량 데이
터를 구조화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 조직화된 결과를 얻는다.
□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를 다루고 그 안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추출해 내는 모든 것
을 통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기술은 ‘데이터마이닝 → 빅데이
터→ 인공지능 → 데이터 과학’으로 변천하였다.
2.2 데이터 과학의 업무영역

□ 데이터 과학의 업무영역은 앞에서 살펴본 학문들과 영역들이 융합하여 의사결정
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데이터 수집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분야별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은 여러 학문 분야 간 그리고
학문과 현업 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
<표 2-4> 데이터 과학 업무절차
분야

수행절차

전산과학

① 수집(raw data collected) → ② 정리·저장(data is
processed) → ③ 정제(clean dataset) →

통계학 및 응용수학

④ 탐구 데이터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 → ⑤ 모델링
(model & algorithms) →

전문학문
(경영학, 산업공학, 보건학 등)

⑥ 소통, 시각화, 보고서 작성(communicate, visualize and
report)

의사결정권자

최종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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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과학 동향파악

□ 다음으로 데이터 과학 인재양성동향, 정책동향, 도입 쟁점 등을 파악하여 데이터
과학 향후 연구방향을 탐색해 보았다.
3.1 데이터 과학 인재양성 동향

□ 데이터 과학 학제도입 현황은 국내에는 10여 개 대학에서 석사과정 개설 중이며
지속적인 확대 추세이다. 전국 35개 대학에 46개 AI 학위과정 프로그램이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는 62개 대학에 95개 학위과정이 개설 되었다.
◦ 미국은 50여 개 대학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주요과목
은 컴퓨터 과학, 통계학, 경영학등 기타 관련 분야 이다.
9)

10)

□ 데이터 과학의 대학연구 현황은 ‘세계대학의 인공지능 연구’ 에서 4년 동안 평
균 404건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 중국 101개(20.2%), 미국 61개(12.2%), 인도 45개(9.0%), 영국 29개(5.8%), 일본 25개(5.0%)

◦ 전체 연구지수 평균은 46.01점, 상위 100개 대학의 평균은 67.26점으로 측정된다.
◦ 또한, 대학들의 인공지능 연구역량 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세계 대학들의 인공지
능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양·질적 노력이 예상된다.
* 현재 인공지능 연구 상위 대학들은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포진 중이며, 향후 중국과 영국, 호주의
대학들이 상위 10위 진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전망

□ 데이터 과학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해외 주요국이 AI 기술 및 인적 자원의 우위
확보를 위해 적극적 노력 중이다.
월 기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0) 컴퓨터과학(프로그래밍, 데이터 저장 및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 빅데이터 관련 기술 등),
통계학(탐구적 데이터 분석, 회귀분석, 표본조사론, 다변량 통계분석, 데이터마이닝, 시각화 등), 기
타 관련 분야(소셜네트워크 분석, 커뮤니케이션 스킬, 고객만족 품질경영, 빅데이터 프로젝트 등)
11) 이승환(2020), “인공지능 연구지수(AI Research Index):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대학은?”이란 연구보고
서에서 세계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현황 분석. ‘인공지능 연구지수’란 2016∼2019년간 인공지능 연구
성과를 지수화한 값으로, 연구 수를 기준으로 세계 상위 500개 대학을 1차 선정하고, 변수의 양·질·
가중치를 고려하여 연구지수 측정
9) ‘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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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국가별 AI 인재정책의 요약 비교
국가

AI 인재 주요 정책

미국

• 민간주도로 AI 산업육성 및 인재양성을 하고 있으나, 교육 등 공공영역에서는 정부
의 노력도 보임
- AI 역량 향상을 위해 STEM 교육 강화(전 국민 대상 보편 교육)
- 초중고/대학 교육 강화 및 장학금 지원
- AI 관련 직업교육, 재교육, 평생교육의 확대
- 민-관 협력을 통하여 AI 인재 양성에 투자

중국

• 정부가 강력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기업(BAT)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력을 양
성함
- 보편교육 강화(초중고에 AI 교육 도입, AI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교사 교육 강화)
- 대학교육 강화(대학교육 시스템 개편, AI 학과 및 교과목 재설, AI 석·박사 인력양
성, 교수진 양성교육 등)
- 글로벌 AI 인재 영입 및 국제협력 강화

일본

• 범부처 차원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으며 정책의 목
표가 분명한 것이 특징임
- 보편교육 강화(초중고 AI 리터러시 교육, 수학 및 STEAM 교육 강화, 교사 교육
강화, 대입에 ‘정보’과목 도입)
- 대학교육 강화(기초 수학교육, AI표준 교육과정 개발, AI 복수전공, A I석·박사 인
력양성, 대학-기업 협력강화)
- 사회인 교육강화(AI· 수학 MOOC 강좌 및 직업훈련 도입)
- 글로벌 AI 인재 영입 및 국제협력 강화(해외 인재 정착을 위한 연구기관의 국제화
추진 등)

영국

• 정부-산업계 협력을 통해 AI와 데이터 경제 분야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 발전전
략과 인력양성 정책 추진
- 고급 인재 양성(정부-산업계 협력, AI 석·박사과정 개설 및 장학금 지급)
- 산업계의 투자 확대(민간 지원 AI 학위 과정 개설, AI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등)
- 사회인 재교육(정부-산업계 협력, 교사 훈련 및 재교육, 평생학습 시설 제공, AI
MOOC 개설)
- 글로벌 AI 인재 영입(비자 제도 개선, 이민법 변경 등)

출처 : 김용성(2020), “인공지능(AI) 시대 주요국의 인재양성 정책 동향”

□ 국내 ‘융합 가속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계획 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AI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 중심 전문교육, 실무중심 교육, 산업 맞춤
형 프로젝트 수행 등 기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 양성 예정이며, 청년 대상
일자리 연계 빅데이터 전문교육, AI 대학원 신설, 해외 유명연구소·기업·대학 등
과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 분야별 인력 양성을 위해 데이터·AI 적용이 가장 빠른 의료·금융·제조 분야 현장
12)

12)

관계부처 합동(2019.1.), “데이터·인공지능(AI)경제 활성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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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 인력 대상으로 관련 기술이해·활용, 사례공유 등 교육 확산 추진 중이다.
◦ 혁신 인력 양성을 위해 비학위 과정으로 설립·운영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데이터·AI 분야 프로젝트 기반 자율적 문제해결 인재 양성 추진 중이다.
* 佛 SW교육기관 ‘에꼴42’ 벤치마킹 / ’19∼’23년간 1,800억(’19년 350억) 투자, 매년 500명 선발

□ 또한, 국내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계획 은 다음과 같다.
◦ AI 관련학과 신‧증설 및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할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다양화*하고자 한다.
13)

* (현행) 학과 개설 → (개편) 학과 개설, 융합학과, 협동과정, 지역산업 융합 트랙, 대학 내 센터 등(‘20~)

◦ 미래 사회 필수역량인 SW·AI를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초
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의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교대) AI 관련 내용을 필수 이수토록 교사 자격 취득 기준(고시) 개정
(사범대) 교직과목 및 관련 전공과목에 SW‧AI 관련 내용 포함
(교육대학원) AI 융합교육 관련 전공 신설, 참여교사 지원

◦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 대상 AI 소양교육을 필수화하고, 일반 국민을
위한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학점은행제 내 AI 과정 포함, K-MOOC 등 온라인 플랫폼 및 도서관·박물관 등 활용

3.2 데이터 과학 정책 동향

□ 해외 주요국은 데이터·AI 경제 주도권 경쟁이 치열 하다.
◦ 미국은 데이터, AI 분야 선제적 전략투자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14)

* ’16년 빅데이터 R&D전략, 국가 AI R&D전략 발표

관계부처 합동(2019.12.), “인공지능 국가전략”
14) 관계부처합동(2019.1.), “데이터·인공지능(AI)경제 활성화 계획”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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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AI 분야 대규모 투자 추진 및 개인데이터 보호 강화 제도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 ’20년까지 EU집행위는 AI 산업육성에 민·관 합동으로 200억 유로(26조 원) 투자 방침,

’18년

GDPR 시행(데이터 접근권·이전권·삭제권 강화, 법적 책임 명시 등)

◦ 일본은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주요산업에서 AI 상용화를 조기 추진하고 있다.
* ’17년 미래투자전략 발표(새로운 사회의 인프라로서 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
’19.4월 AI 종합 전략 완성 → ’19.6월 G20 정상회의에서 AI와 IT정책 발표 예정

◦ 중국은 데이터, AI 분야 대규모 선행투자 및 산업별 플랫폼 육성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 ’17년 차세대 AI 발전규획 발표(’30년까지 AI 핵심산업 규모 1조 위안 육성)

□ 국내는 데이터, AI분야에서 정책적 한계에 직면 해 있다.
◦ 빅데이터의 구축·유통·활용 등 가치사슬 전반에 쓸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유
통이 폐쇄적이며, 산업·사회적 활용도 저조하다. 엄격한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많이 부
족한 상황이다.
◦ 실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산학연 간에
보유 자원의 공유 및 협력이 미흡하다. 미, 중 등 주요경쟁국 대비 AI 기술력이
낮고, 미래 수요에 대비한 연구인력과 연구역량이 취약한 상황이다.
15)

* 최고 기술국(미국 100) 대비 AI 기술수준 : 78 / AI 분야 석·박사 인력부족(~’20) : 4.5천 명

□ 국내는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를 위해 ➊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
성화, ➋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➌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
합촉진을 추진 중이다.
□ 또한, 주요국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가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다.

15)

관계부처합동(2019.1.), “데이터·인공지능(AI)경제 활성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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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용성(2020), “인공지능(AI) 시대 주요국의 인재양성 정책 동향”. 원자료 ‘An Overview of National
AI Stratege –Polices + AI – Medium’(2018)

<그림 2-1> 국가별 AI 전략 수립 현황

□

데이터 과학 활성화를 위한 주요국의 인공지능(AI)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 2-6> 주요국의 AI 추진전략

국가

주요 추진전략

특징

캐나다

∙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한 ‘범캐나다 AI 전략’ 수립
∙ 글로벌 기업 R&D센터 유치를 위한 법･제도적 혜택 지원
∙ 도시단위의 특색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

∙ 글로벌 기업 유치
∙ 지역별 AI 허브 구축

일본

∙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설립을 통해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AI 산업화를 이동, 생산성, 건강 3단계로 구분하는 ‘AI 산업화
로드맵’ 발표

∙ 민관협업 기구 신설
∙ 로봇산업+AI기술

중국

∙ AI 제품 경쟁력 강화, 중국 제조업의 스마트화, 인프라 개선
등으로 구성된 ‘AI 액션플랜’ 발표
∙ ‘차세대AI발전계획추진실’을 설립하여 민관 협업 AI 플랫폼
사업의 총괄 역할 수행

∙ AI를 통한 제조혁신
(제조대국→제조강국)
∙ 강력한 민관협업
(민관 AI 플랫폼 개발)

프랑스

∙ AI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데이터 정책, R&D, 주요 분야
선정 등을 담은 ‘AI 권고안’ 발표
∙ 세제혜택 등 글로벌 기업 유치 가속화 정책 추진

∙ 글로벌 기업 유치
(구글, 페이스북 등)

영국

∙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한 ‘AI
Sector Deal’ 발표
∙ 국가 데이터 과학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교육 및 AI 프로젝트
수행

∙ 민･관 역할 구분을
통한 지원 전략 수립
∙ AI 전문기관 설립
(교육, 연구 등 역할)

미국

∙ AI 분야 R&D, 규제개혁, 인재양성 등 6대 분야 지원 방안 수립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AI 특별위원회 설립 제안

∙ 시장 주도의 AI 산업
∙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립

독일

∙ 독일 최초의 AI 전략 ‘AI made in Germany’ 발표
∙ AI 전문 교수직 100개 신설, 재교육 정책 추진
∙ 독일-프랑스 간 AI 연구 협업 센터 구축

∙ 인더스트리4.0→AI 강국
∙ 인재유치 및 양성
(교수직 신설 등)

출처 : 이재호 외(2019).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분야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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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데이터 과학 도입 쟁점

□ 최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통계의 품질 및 조사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
가 형성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추진 및 검토되고 있다.
◦ AI·빅데이터 통계 도입 관련 주요 논의사항 에서 국가통계 개선이 이슈로 부각
된 주요 원인들로 아래와 같은 현상들이 거론되고 있다.
➊ 새로운 유형의 산업이 빠르게 등장함에 따른 산업구조 반영의 어려움
➋ 기업 활동의 다양화(지역에 기반 하지 않은 산업, 사무실 연락처 부재 등)
➌ 조사별 응답자 중복에 의한 회수율 악화
➍ 즉시 활용 가능한 민간 중심의 데이터의 급증 등
◦ 또한, 공통적인 문제 인식과는 별개로 AI 또는 빅데이터 기술 도입에 대한 가치
판단 및 취지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사안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다양하다.
16)

□ ‘제6차 유엔 빅데이터 컨퍼런스(2020.8.)’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주된 목표 중 하나는 공식통계 생산이며, 코로나19를 계기
로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공유 및 스튜어드십을 강조했다.
◦ 광범한 데이터 공유를 위해 통계법 등 법·제도 완비와 양방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오픈 플랫폼이 필요하며, 데이터와 통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업과 위임을 통하여
다른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통계청은 감독 및 품질관리 역할 수행해야 한다.
◦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사용자의 수요”이며,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먼저 소규모 실험을 실시한 후 대규모 프로젝트로 확장 실행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 또한 코로나19로 통계의 적절성, 즉 “가장 중요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
한 파악과 시의성이 가장 중요하다.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통계 지표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빅데이터 활용 및 공유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
하다.
16)

김정민 외2(2020), “AI 기술의 국가통계 활용 사례 및 국내 도입 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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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발간한 “공식통계에 있어서 빅데이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통계기관이 공식통계 작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도들을 살펴보면, 빅
데이터의 공식통계 활용에는 세 가지의 영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❶ 빅데이터
와 공식통계의 결합 ➋ 빅데이터로 공식통계를 대체 ➌ 새로운 데이터의 간극
채우기)
◦ 또한, 빅데이터와 공식통계의 결합은 지난 수십 년간 수행한 행정자료를 공식통
계에 결합·활용한 측면과 유사하며, 이 둘을 결합하여 통계 모델링에 적용한다
면 공식통계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빅데이터로부터 취득한 실시간 정보로
추정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17)

□ 한편, 행정(통계)분야에 인공지능 도입의 쟁점요소들은 데이터의 중요성, 기술 및
인프라, 법제도 및 규제, 정책 및 전략, 윤리 및 가치 등이다.
◦ 데이터의 양과 질이 충분치 않을 때, 알고리즘을 비롯한 기술적 문제, 개인정보
보호나 규제 등과의 충돌, 인공지능에 대한 지나친 과신 등이 문제가 된다.
◦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충분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 검토, 인공지능의 자율성 관리 등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닌 객관적이고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 또한, 인공지능의 기술적 차원의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공지능의 핵심기술인 딥러닝은 인간의 뇌처럼 노드들 간의 연결상태 자체가
인공지능을 구성하며 이 때문에 결과물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즉 설명가능한
결정과정을 보여주기 어려워 블랙박스 같다고 하는데, 이는 의사결정 활용에 중
대한 장애물이다.
◦ 그래서 인공지능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제한적
으로 사용하고,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의 분석과 패턴의 발견 등을 가능케 하므
로 인간 노동력과의 협업을 통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반의 기술들이
있으므로, 데이터 과학 기술을 국가통계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및 방법론들의 정
립이 시급하다.
17) UNECE('13.3.10.), “What does “Big data” mean for offici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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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술의 발달속도보다 인식의 변화가 늦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데
이터 과학 활용 통계 생산을 위한 법이나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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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데이터 과학 국가통계 활용사례

□ 국내·외 정부부문 데이터 과학 활용사례를 보면 해외는 적용대상 업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보건, 교통, 민원, 순찰, 계약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는 챗봇 형태의 민원 응대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이 가장 발달해 있다.
◦ 활용사례를 국가통계 생산, 통계인프라 구축·지원, 행정(통계)서비스 분야로 구분
하여 파악하였다.
1. 데이터 과학 활용 해외사례

통계생산 분야
◦ (미국) 정형·비정형 설문 응답에 대한 코드 분류를 위해 도입
- 산업재해 및 질병원인 분석을 위한 서베이 응답의 자동코딩업무(노동통계국)
- 온라인 데이터를 연계한 물가통계 추정(인구조사국)
◦ (독일) 분류, 데이터 연계, 보조 데이터 확보, 이상치 탐지 등 다방면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분류와 관련된 업무 일부는 실제 도입
- 구인·구직사이트 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추정(통계청)
◦ (캐나다) 분류, 이상 값 검출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특징적으로 결측 값 대체
를 위한 분류 작업에 비지도 학습을 활용
◦ (네덜란드) 웹 수집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연계 목적으로 활용
◦ (스위스) 파라데이터(Paradata) 머신러닝 분석 결과를 회수율 제고에 활용
◦ (오스트리아) 특정 통계 조사가 아닌 범용적인 도입에 주안점
◦ (루마니아) 데이터 결합 정확도 향상을 통해 표본의 질 개선
◦ (핀란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토대로 특성 분류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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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일자리 분석을 위한 코드 분류에 활용
◦ (룩셈부르크) 설문 응답 값 검증 및 분류 부문에 도입
◦ (Eurostat) 모바일폰 데이터를 활용한 인구통계 생산
◦ (스페인)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한 관광통계 생산
<표 3-1> 해외 각국의 AI·빅데이터 통계 주요 도입사례
국가(활용기관)

(BLS)
미국

(Census
bureau)

독일
(연방통계청)

캐나다
(연방통계청)

주요 내용

도입현황

업무상 상해 및 질병 설문조사의 근로자 상해 응답에 대한 자동 코
드 분류

도입

미국 지역사회 설문조사의 산업 및 직업에 대한 코드 분류

테스트단계

국내 법인에 대한 유럽국민계정체계(ESA)상 기관 분류 할당

도입

공예 분야 행정 통계의 집계 대상 분류

도입

데이터 연계를 통한 연방 고용청의 패널 데이터 보강

테스트단계

온라인 구인 공고 분류

테스트단계

기업 구조 통계 응답결과의 이상값 식별

테스트단계

월별 소매 거래 조사 및 분기별 소매 상품 조사에 스캔 데이
터 활용

도입

국제 무역 데이터 이상 값 검출

도입

인구 조사를 구성하는 이민 허가 변수에 대한 결측 값 대체

도입

인구 조사 신규 컨텐츠 수요 분석

네덜란드
(통계청)

도입

보건 실태조사를 대상으로 한 혼합형 설문조사의 무응답 대체 기
법 보강

도입

인터넷 구매를 통한 자국 소비자의 국경 간 거래 현황 예측
기업 통계 무응답 대체 기법의 개선

스위스
(연방통계청)
오스트리아
(통계청)

조사 무응답 매커니즘의 모델링

룩셈부르크
(통계청)

시범도입
테스트단계
도입

이상치로 의심되는 응답 결과 추천

테스트단계

항공 이미지에 기반한 토지 피복 및 토지 사용 코드 분류 자동화

테스트단계

설문 무응답 대체 및 데이터 통합
행정 데이터와 SILC 융합을 통한 ICT 조사의 소득 문항 대체

루마니아(통계청
EU-SILC 등록 통계 표본의 질 개선
)
핀란드(통계청) 경찰청 교통사고 보고 문건에 기반해 사고 내역 자동 분류
벨기에(통계청)

도입(한시적)

인구 조사를 구성하는 이민 허가 변수에 대한 결측 값 대체

구인공고별 알맞은 경제 활동 통계 분류 코드 예측

도입
도입(한시적)
도입
도입
테스트단계

민간 기업의 스캐너 데이터를 활용해 상품 분류 코드 추천

도입

근로환경조사 데이터 검증을 위해 머신러닝 도입

도입

출처 : 김정민 외2(2020), “AI기술의 국가통계 활용 사례 및 국내 도입 촉진방안” 내용수정

20

연구보고서 2020-11

통계인프라 구축·지원 분야
◦ (호주) 교통, 관세, 법인세 등의 행정자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금융, 유통 등의
민간 데이터를 축적하여 융·복합 분석자료를 제공

□

<그림 3-1> 호주 통계청(ABS)의 데이터 활용 현황

◦ (캐나다) 경제분야 조사를 지원하는 표준화된 통합 통계생산시스템 운영(통계청)
– 매년 국세청, 고용사회개발부의 데이터를 입수하여 전체 인구ㆍ가족에 대한 연
간소득 추정통계 작성 및 DB화
◦ (영국) 행정자료·빅데이터 등 데이터소스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및 전문가 지원
학습, 개발, 분석·활용 가능(통계청 데이터사이언스 캠퍼스국)
◦ (네덜란드) 통계청의 등록기반 통계시스템(SSD: Social Statiscics Database)
– 인구, 소득 등 10개 국가기본등록부(2004)에 통계청이 접근하여 SSD에서 등록
부 간 연계 활용, 소득 및 자산 등 통계작성
* 약 7백만 가구, 16백만 명에 대한 소득 및 자산 데이터 보유(’19 기준 인구 17백만 명)

<표 3-2> 유형별 등록부 구축 시기
가족

가구

고용

소득

교육

주택

주거

기업

덴마크
핀란드

인구
(central)
1968
1969

1968
1978

1968
1970

1979
1987

1970
1969

1971
1970

1977
1980

1977
1980

1975
1975

스웨덴

1967

1960

2011

1985

1968

1985

2008

2008

1963

한국18)

2015

2015

2015

2016

×

×

2015

2015

2017

출처 : 통계청(2020.11), “통합통계등록부 관리체계 구축안”

18)

승인통계(全 범위) 작성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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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유럽) 행정데이터 활용 등록기반 통계시스템(register-based statistical system) 구축
– 1964~1969년 시기에 모든 북유럽국가에서 인구등록부를 구축, 이후 주택, 교육,
소득 등 개별주제에 대한 등록부 마련
– 등록시스템에 결합되는 행정자료의 수를 늘려 결측 최소화, 불가피한 결측은
가중치ㆍ대체기법을 통해 등록기반 통계를 생산
행정서비스 분야
◦ (미국) 시민권 관련 질문들에 대한 질의응답 가상도우미 EMMA(국토안보부)
◦ (미국) 식당의 위생검사 대상 선정업무를 인공지능이 수행(네바다주)

□

<표 3-3> 해외 공공기관 인공지능 적용 사례 일람
명칭

기관

주요 내용

EMMA

미국
국토안보부

SGT STAR

미국
육군

군입대 지원 문의에 대한 질의응답 및 적격자 발생 시
통보 등 인간채용관 55명분의 업무를 수행

위생검사
대상 선정

미국
네바다 주

식당의 위생검사 대상 선정업무를 인공지능이 수행, 문제
발견 비율이 상승(9% → 15%)

SURTRAC

미국
피츠버스시

신호등에 센서를 부착하여 발생한 데이터로 교통흐름 최
적화

FireBird

미국
아틀랜타 주

화재 가능성이 높읕 빌딩을 예측하기 위하여 5년간의 데
이터를 활용

PAWS

미국/
우간다

계약지원

미국
공군

미 공군이 발주하는 수많은 입찰사항의 규격과 법제도가
매우 복잡하여 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훈련

미국
해군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튜터 해군 신병들의 기술훈련을
보조하는 시스템으로서 10년의 경험을 지닌 전문가를 능
가한다는 평가

Amelia

영국
엔필드시 의회

인공지능
사무자동화

일본
요코하마시

RPA(Robot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한 행정업무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

회의록 작성
지원

일본 동경시
미나토구

인공지능의 자연어처리를 활용한 회의록 작성의 자동화 시
스템

시민권 관련 질문들에 대한 질의응답

밀렵꾼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순찰경로의 생성(파일럿)

허가신청, 면허발급 등의 민원인 질문에 대한 응답

출처 : 이재호 외(2019),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분야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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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허가신청, 면허발급 등의 민원질의 응답 Amelia(엔필드시 의회)
◦ (일본) 인공지능 자연어처리를 활용한 회의록 작성 자동화 시스템(동경시 미나토구)
해외에는 통계인프라 구축·지원 뿐만아니라 국가통계 생산도 활성화되어 있으
며, 행정서비스분야는 대상업무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영국통계청 데이터사이언스 캠퍼스국, 캐나다통계청 데이터사이언스과 조직신설
등 정부차원의 활용전략 및 역량강화 추진 중이다.

□

2. 데이터 과학 활용 국내사례

◦ 먼저 통계청 내외부로 구분하고, 국가통계 생산, 통계인프라 구축·지원, 행정(통
계)서비스 분야로 활용사례를 파악하였다.
2.1 외부 데이터 과학 활용사례

통계생산 분야
◦ 뉴스테이터 분석을 통한 속보성 소비자전망지수 개발(한국은행) 등

□

<그림3-2> 빅데이터 원천과 활용사례19)

통계인프라 구축·지원 분야
➊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ICT 빅데이터를 지정하고 NIA(한국정보화진흥원)와 민·

□

19)

통계청(2020.11.), “빅데이터통계 중장기 발전 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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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데이터협력 거버넌스 구축 운영

<그림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기능 현황

◦ 데이터·인공지능(AI)의 육성전략 및 융합을 촉진하는 정책 5개년 실행(~2023)(과
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부처 합동)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현안 해결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
‘빅데이터 플래그십 시범사업’추진
20)

<표 3-4> 빅데이터 플러그십 시범과제 예시
치매/우울증/자살 예방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상하수도 시설 예지 정비

병원 보유데이터의 딥러닝
분석을 통한 조기예측

스미싱 텍스트 데이터 분석
으로 사기 행위 즉시 탐지

기기 센서 데이터 패턴 분석
으로 고장, 파손, 작동 중단
사전 예측

출처 : 관계부처합동(2019),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

공공·민간분야별 데이터 구축 및 개방을 위한 빅데이터플랫폼 및 센터 구축,
공공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추진
세부과제

‘19

‘20

‘21

‘22

‘23

빅데이터센터(100개)·
플랫폼(10개) 구축

센터·플랫폼
구측

센터·플랫폼
구측

인프라고도화

플랫폼 간
연계·고도화

전체 플랫폼
통합연계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공공
데이터

데이터개방
플랫폼구축

플랫폼구축 및 연계체계구축
맵구축/80개 중점

90개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112개

플랫폼 고도화
128개
고도화

출처 : 관계부처합동(2019),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20)

플러그십 과제추진 계획(누적) : ‘19(12개), ’20(24개), ‘21(25개), ’22(50개), ‘23(70개)

144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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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공공빅데이터 센
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NIA와 공공데이터포털을 운영

<그림 3-4> 행정안전부 통계데이터 기능 현황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시스템 구축 및 운영(행정안전부, 관계부처)
명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내용

데이터 소재 확인·탐색·품질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개별
기관의 메타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관리
체계 마련(구축완료)

보유기관은 공동활용이 필요
한 데이터를 등록하고 신청
기관은 등록 데이터를 카탈
로그를 보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
축으로 기관별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제공하고
분석 도구의 공동활용을
지원

시기

국가데이터맵 서비스(`21년~)

수집·활용(`20.12.10.~)

구축 예정 (`22년~`23년)

출처 : 행정안전부(2020.12.),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안)” 내용수정

◦ 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 ‘혜안’ 구축 및 지원(행정안전부)
-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주요 서비스로 소셜분석, 테마분석, 공통기반활용모델, 전문분석 도
구, 플랫폼공동활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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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방법

➊ 소셜분석서비스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는 소셜데이터를 기
반으로 다양한 분석서비스 제공

데이터 검색, 키워드분석,
관심키워드, 지자체 이슈분석

➋ 테마분석서비스

사용자의 활용도와 수요가 높았던 민원분석
과 위치기반 분석을 자동화된 웹서비스 형태
를 구축하여 데이터만 업로드하면 다양한 유
형의 시각과 결과 제공

민원분석서비스, 위치기반
분석서비스

➌ 공통기반활용모델

Click&Display 방식을 적용하여 빅데이터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도 직접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분석절차를 표준화한 모델

소셜모델, 텍스트모델, 회의
록모델, 업무보고모델, 홈페
이지 게시글 분석

➍ 전문분석도구

좀더 심도깊고 다양한 분석을 하고 싶은 경
우 하둡2.0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 분석 시각
화를 위한 전문 분석도구를 제공

빅데이터 처리도구, 빅데
이터 분석도구, 빅데이터
시각화도구

➎ 플랫폼공동활용

국가보훈처,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등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 공
동활용 및 상시연계서비스 제공

출처 : 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과, “2018년 혜안 홍보리플릿“ 수정

그 외 다수의 부처에서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14)하며 농식품 가격
동향, 소비자 유형별 구매분석 등 자료 제공
◦ 국토교통부는 건축데이터의 전면 개방 실시, 공간 정보기반의 다양한 행정 및
민간정보 등을 공간분석하여 자료로 제공
◦ 시민 중심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캠퍼스’ 구축(서울시)
- 빅데이터 기반 다양한 상권분석서비스 ‘우리마을가게’ 운영

➌

21)

행정서비스 분야
◦ 챗봇 형태의 민원응대 자동화시스템(대구시, 법무부, 강남구, 경기도 등)
◦ 페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영상인식(세종시, 은평구)
◦ 과거수사기록을 활용한 피의자 여죄수사(경찰청)
◦ 구급차 등 취약지역 분석을 통한 최적경로 산출로 긴급차량 운행경로 파악(대전시)
◦ 심야버스 노선분석, 무인민원발급기 입지분석, 택시운행 데이터분석 등(서울시)

□

21)

서울시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확보하여 이 데이터
를 토대로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창업하고 있는 100개의 생활밀접업종을 선별하여 업종별 다양한
정보를 상권단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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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국내 공공기관 인공지능 적용 사례
명칭

기관

주요 내용

뚜봇

대구시

주민 민원에 대한 자동답변, 여권발급 업무, 시정안내 등

버비

법무부

법률상 질문에 대한 자동응답

강남봇

강남구

주정차단속 등에 대한 각종 질문 응답, 정보제공, 이의신청

상담봇

경기도

세금고지 및 각종 세정민원 상담 질의 응답

딥뷰

세종시,
은평구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인공지능 영상인식

피의자
여죄수사

경찰청

검거한 피의자에 대하여 과거 수사기록을 활용한 여죄 확인

피싱스톱

금감원

통화내용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경고 (현재 중단)

긴급차량
운행경로

대전시

구급차 등 출동 어려운 취약지역 분석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최적경로 산출 등

인사정책 지원
플랫폼

인사혁신처

인공지능형 인재추천 시스템. 정부 부처 주요 보직에 대한
맞춤형 인재 추천 등 (예정)

시민불편
사전 예측

대구시

내부 공무원들이 시민불편신고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탑재하
여 민원빈발지 예측, 처리부서 자동지정 등을 수행 (예정)

출처 : 이재호 외(2019),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분야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내에는 통계인프라 구축·지원 분야는 활성화 되어있으나 국가통계 생산분야는
저조하며, 행정서비스분야는 챗봇 형태의 민원 응대를 위한 자동화시스템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
◦ 다만, 데이터 과학 관련 조직이 부재하고 관심이 저조하다.

□

2.2 통계청 데이터 과학 활용사례

통계생산 분야
◦ 행정자료 미연계 가금복 소득값에 대한 Random Forest를 이용한 머신러닝 예측
모형 시산(2019)
◦ 인공지능기반 산업·직업 자동코딩시스템 연구(2020)
◦ 머신러닝을 이용한 무응답자료처리 가능성 검토(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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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활용 온라인가격 수집 및 정제 연구(2020) 등
<표 3-6> 빅데이터통계 작성 및 서비스현황
서비스명

제공내용

주기

뉴스기반 통계검색

네이버 뉴스를 활용해 경제 분야에 특화된 키워드 분석결
과를 시각화하고 통계서비스시스템과 연계하여 통계(주제
도 등) 자동 검색

주

모바일 유동인구 지도

전국 시군구별로 인구 유입과 유출 등 인구이동 정보를
지도상에서 시각화

월

생활경제지표

개인자금사정, 건강보험체납, 국민연금체납, LH임대료체
납, 개인 카드사용 및 연체, 자영업자 자금사정 지표를 서
비스

월

온라인가격정보

대형마트, 오픈마켓 등에서 온라인 가격 정보를 수집하여
120여 개 품목 가격 데이터를 제공

월

지도로 본 빅데이터

생활안전사고와 개인카드사용현황을 시각화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포털에서도 같이 서비스

월

국내외 동향

분석결과, 활용사례, 해외동향 등

부정기

출처 :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빅데이터 활용), http://data.kostat.go.kr

<표 3-7> 머신러닝기반 통계청 추진현황
사업분야
데이터 정제(Cleaning)
다출처 자료활용
데이터 분석
통계적 방법의 대체 연구

주요내용
- 무응답대체(Imputation)에서의 머신러닝, 딥러닝 적용
- 영상정보, 실시간자료 등을 이용한 국가통계 보완
- 전통적 통계방법 대체 검토

자료처리 및 내검 검토

- 딥러닝을 통한 산업 및 직업분류 자동코딩시스템 적용
- 머신러닝 기반 통계적 자료처리 시험적용 결과검토

통계서비스 및 시각화

-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멘토링시스템(챗봇 등) 결과분석
- 총조사 자료기반 데이터 시각화 활용성 검토

통계인프라 구축·지원 분야
◦ 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s Data Center) 구축·운영
–통계데이터센터는 이용자가 통계자료 및 민간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연계·융
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

□

22)

통계빅데이터센터’ 서비스시스템 구축(‘18.3) → ’통계데이터센터‘ 명칭 변경(’20.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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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계자료 14종, 민간통계자료 25종 합계 39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대전,
서울, 부산, 광주에 분석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주요 서비스는 분석센터 서비스 , 주문형 서비스 , 분석지원 서비스 , 분석
도구 및 분석사례 교육
23)

24)

25)

◦ 행정자료 통합관리를 위한 통계등록부 구축 및 활용
–공공데이터를 연계 융합하는 방식의 통계 작성을 통해 전체 모집단 수준의 인
구ㆍ가구, 기업(사업체), 주택ㆍ건물, 경제활동 통계등록부를 구축(‘14~), 통계작
성 및 연계분석 지원 서비스
* 행정데이터 활용 통계 : 등록기반 인구주택총조사(‘15) 등 12종의 행정통계 작성, 가계금융복지조
사 등 35종의 조사통계 보완

출처 : 통계청(2020.11), “통합통계등록부 관리체계 구축안”

통계자료(통계등록부·통계기초자료) 및 민간자료 연계, 분석 ➁ 센터제공자료 및 이용자 반입자
료 연계, 분석 ➂ 데이터 분석 플랫폼 제공(이용자 반입자료로 데이터 분석)
24)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연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공
23) ①

*통계청 기준에 맞게 비식별화 처리된 형태로 제공

25) ➀

자료분석 경험이 없는 이용자를 위한 데이터 분석 지원 ➁ 자료이용 상담 및 연계, 분석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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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서비스 분야
◦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멘토링시스템 구축(2019)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 관련 문의 및 필요 정보검색에
인공지능 기반 상담 및 고도화된 검색 시스템을 구현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
보를 전방위적으로 24×365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➊ 묻고답하기 채팅
봇 ➋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검색 ➌ 다이나믹 FAQ의 3요소로 구성)
◦ 총조사 자료기반 데이터 시각화 추진(2020)
◦ KOSIS 챗봇시스템 구축 추진(2020~2022)

<그림 3-5>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멘토링 시스템

□ 통계청은 국가통계 서비스 부문은 활성화되어 있으나 국가통계 생산 분야는 연구
진행 중이다.
◦ 챗봇, 지능형 검색 등 인공지능기반 서비스는 활성화되어 있으며, 조사기반의 통
계 작성뿐만 아니라 행정자료·빅데이터 기반의 통계작성으로 국가통계 제도의
체질을 변화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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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데이터 과학 국가통계 적용분석

□ 정부의 역할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 과학 적용 연구방향을 파악하였다.
◦ 정부는 단순히 데이터 공급자가 아닌 선도자, 촉매자, 활용자 역할을 한다.
<표 4-1> 빅데이터 시대 정부의 역할
구 분

내 용

공급자
(supplier)

경제성장과 기업혁신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 데이터 품질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선도자
(leader)

정부 데이터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정부, 국공영기업, 민간기업 등이 보유
하고 있는 데이터도 공개

촉매자
(catalyst)

데이터 이용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데이터 기반 산업 등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오픈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

활용자
(user)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내부 의사결정의
개선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고급 분석 서비스를 제공. 오
픈데이터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가 민간 영역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

출처 : 정용찬 외(2014), “빅데이터산업 촉진전략연구”. 원자료 “Source: The World Bank(2014). Open
Data for Economic Growth”

◦ 한편, 디지털 뉴딜 및 데이터 3법의 법제화를 통해 데이터기반 통계생산 증가로
국가통계 생산방법 개선 및 생산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 국제사회
의 변화에 AI 적용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 또한, 현재 통계청에서도 다양하게 데이터 과학 기법을 적용하여 개선 작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서비스 영역보다는 생산 영역에서 다양한 활
용방안을 모색해보고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방향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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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국가통계의 발전전략 ’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통계청의 업무를 확장하여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개인정보 등을 모두 취급하
도록 통계법을 개정해 통계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이 긴밀히 협조하여 통계 생산·서비스 주요 분야에서 AI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개선 작업을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
◦ 통계청의 통계데이터센터(2018년 개소할 때의 이름은 통계빅데이터센터)의 기능
을 확장하여 진정한 빅데이터의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
◦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연구와 활용 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조
정자(coordinator)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 국가차원에서 ‘데이터 강국’으로 가기 위한 ‘양질의 데이터’ 생산에 모든 통계
생산 기관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통계청은 통계법에 따라 국가통계의
품질관리에 사명감을 가지고 매진해야 할 것이다.
26)

□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과학 중장기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데이터 과학 기반 국가통계 생산을 위하여 AI, 머신러닝 등 과학기법을 적용하
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통계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및
데이터 역량 강화 지원을 목표로 한다.
국가통계 생산체계) 인공지능 적용 국가통계 생산방식 개선 및 효율화
–통계분류 자동코딩 및 시스템 구축, 자료정제(Cleaning) 및 무응답자료처리
(Imputation), 자료 내검규칙(Data Editing) 적용 연구
➋ (국가통계 관리체계) 다출처 자료 활용 국가통계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국가통계 승인제도, 국가통계 품질진단,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개선 연구
➌ (데이터 서비스체계) 데이터 과학 기반 국가통계 활용 및 확산 지원
–데이터 DB 및 연계시스템 구축, 데이터 과학 역량강화 방안 마련, 정보제공 및
협업네트워크 구축 강화 연구
➊ (

26)

박성현(2020), “AI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국가통계의 발전전략”통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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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과학 통계생산 분석

□ 국가통계 활용 측면에서 통계생산을 분석하면 데이터 과학 기술을 통계생산 분야
에 활용하는 방법은 ➊ 신규통계생산, ➋ 통계생산 프로세스의 현대화 2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27)

<표 4-2> 국가통계의 AI·빅데이터 기술 도입의 두 가지 시각
구분

세부적용분야
-대체(Replace) : 기존 통계를 완전 또
는 부분 대체하는 수단

신규통계
생산

-부가(Addition) : 조사 통계 방식으로
도출이 어려운 부문에 대해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우회적 해결
-인사이트(Insight) :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통계 데이터 제시

예상쟁점
-AI·빅데이터 기반의 분석결과에 관한
신뢰가 보편적으로 형성되지 않음
-신규 통계의 생산방식은 기존의 통계
생산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해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재현 불가능한 비결정론적(Non-deter
ministic) 알고리즘 기반의 결과를 국가
통계로 관리 가능한지 여부

-정확성(Accuracy) : 통계의 정확도 향
상
통계생산
프로세스의
현대화

-생산성(Productivity) : 업무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기법

-기존의 방법 대비 우수성에 대한 객관
적 비교 가능성

-연결성(Connectivity) : 연결 가능한
데이터들의 상호 보완적 활용

-AI기술 도입은 통계 생산부터 공표까지
의 제한된 생산기간 준수 가능 여부

-비용(Price) : 통계 생산의 비용절감
을 위해 활용
출처 : 김정민 외(2020), “AI기술의 국가통계 활용 사례 및 국내 도입 촉진방안” 내용수정

출처 : 이의규(2018), “표준자료처리모델 GSDEMs의 소개 및 시사점”

<그림 4-1> 한국통계업무 프로세스 모델(V.2.0)

27)

김정민 외2(2020), “AI기술의 국가통계 활용 사례 및 국내 도입 촉진방안”에서 제시하였으며, 기존
의 조사통계 프로세스를 수용하되, 통계 데이터의 품질 향상, 생산 절차의 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AI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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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통계생산 프로세스의 현대화’ 측면에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즉, 기존 국가통계 생산과정에 데이터 과학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1.1 통계분류 자동코딩 및 시스템 연구

□ 데이터 과학 기법을 통계 생산분야에 적용함에 있어,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산업분류 및 직업분류 자동코딩시스템’에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개선하
여 시간·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 머신러닝 기법 적용을 통한 산업 자동분류 시험 분석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기초로 학습데이터 구축
- 조사시스템관리과 산업분류 코딩시스템 개선 가능성 검토
- 공간정보서비스과 일자리맵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현황분석 가능성 검토

□ 주요 연구내용
◦ 산업분류 색인어 DB자료 및 조사문항(텍스트 및 분류값)을 이용하여 머신러닝
자동화(AutoML) 솔루션 적용 산업분류 기계학습 시험분석
- 산업·직업분류 자동 코딩시스템 개선 가능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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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 속보성 구인통계 작성 가능성 여부 검토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SGIS ‘일자리맵 ’ 정보를 기초로 산업분류별 구인
현황에 대한 분석 통계 시험 작성 검토
28)

1.2 자료정제(Cleaning) 및 무응답자료처리(Imputation) 연구

□ 국가통계에서 발생되는 무응답은 적절한 통계방법론을 근거로 정확한 대체가 가
능하므로 데이터 과학을 적용한 기법연구가 필요하다.
◦ 대체할 자료에 따라 대체방법의 정확성 확인이 필요하며, 무응답 비율이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좋은 대체군(보조변수)이 있는지도 대체의 정확도에 상
당히 큰 영향을 준다.
□ 주요 연구내용
◦ 무응답 대체 시 사용할 대체군(보조변수) 선정 검토
–대체할 항목과 연관성 높은 항목 선정 : 보조정보의 적절한 사용 정도 여부에
따라 대체의 정확도가 결정됨
* (예시) CHAID 및 CART 알고리즘, 카이제곱검정, 상관분석 등을 이용

◦ 일반적으로 무응답 대체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이 다름
* (예시) 범주형 자료: 핫덱대체, 연속형자료: 회귀, 비, 평균대체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사용 가능한 보조정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체 후 결과
의 정확도를 고려한 대체방법을 개발, 선정
◦ 빅데이터 및 행정자료 활용 시 발생하는 누락부분 대체를 위한 연구
–빅데이터나 행정자료를 통합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경우 발생되는 누락, 행정자
료를 조사자료의 특정항목에 사용하는 경우 발생되는 누락 등

28)

현재 ‘일자리맵’은 사업자번호로 매핑하여 전국사업체조사 산업분류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연계율 저하로 인해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한계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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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계 무응답 대체 해외사례
- 캐나다: ① 센서스 조사: CANCEIS(CANadian Census Edit and Imputation System)으
로 edit와 imputation을 수행 ② 경제 관련 조사: Banff System(연속형 변수의 대체)
- 미국: ① 센서스 조사: 순차적 핫덱 대체방법을 사용하여 대체 ② 경제 관련 조사:
Service Annual Survey 등에서 다양한 방법들(regression, ratio imputation)로 대체 실시
- 호주: ① 센서스 조사: 핫덱 대체방법을 사용하여 대체 ② 경제 관련 조사: 평균, 비,
도너를 이용한 대체방법을 혼합적으로 사용

1.3 자료 내검규칙(Data Editing) 적용 연구

□ 통계자료 에디팅(statistical data editing) 은 사람의 개입 여부에 따라 수작업에디
팅, 쌍방향에디팅, 자동에디팅으로 분류한다.
◦ 해외에서는 예산 및 조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작업으로 인한 에디팅의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에디팅 을 활용하고 있다.
◦ 인공지능 기반 자동에디팅 적용으로 통계의 정확성 및 시의성 확보, 내검 시간
및 예산 절감이 필요하며, 먼저, 자동에디팅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연구
진행할 필요가 있다.
29)

30)

* 해외사례나 에디팅지침에서는 원자료 초기 에디팅 후 영향력 있는 자료는 수작업으로 세밀한 내
검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자료에 대해 자동에디팅을 수행한 다음 각 수준별 분석이나 이상치
탐색을 통해 최종 데이터를 작성

□ 주요 연구내용
◦ 자동에디팅 이론의 기초와 방법론,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디팅 실무사례를 연구
–자동에디팅을 적용할 조사자료의 특성분석 및 에디팅 적용방향 검토
–항목 간 연관성 분석 및 에디팅 규칙 설정, 신규 에디팅 규칙 추가 검토
–오류위치확인(error localization) 및 데이터 완결 여부 검토, 총계수준의 추정값
차이 분석 등 시사점 및 적용방안 제시
◦ 자동에디팅은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해외사례 및 시스템을 검토하여 불일
치 오류자료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모색
에디팅(statistical data editing) : 자료 수집 및 처리 단계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
30) 자동에디팅 : 컴퓨터를 이용하여 편집규칙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오류 탐색 및 처리하는 방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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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SPEER(1997), 네덜란드의 CherryPi(1999), 캐나다의 GEIS Banff(Kozak, 2005) 등
◦ 자동에디팅은 세밀한 에디팅이 불필요한 대상에 대한 결측치나 불일치 자료의 최
소한의 수정을 통한 대체가 목적이므로 자동에디팅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설정
31)

원자료

→ 초기에디팅

→ 선택적에디팅

→

수작업에디팅/
→ 매크로에디팅
자동에디팅

→

최종자료

2. 국가통계 관리체계 재설계

□ 국가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는 물론, 법률의 제·개정과 민간 연구 등에 데이터
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데이터 과학 활용통계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 통계청은 국가통계(‘19.10월말 기준: 424기관, 1,186종) 전반에 대한 승인ㆍ조정품
질관리 등의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각 부처에서 입수한 행정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상이한 기준을 표준화
하며, 유사·중복 등 국가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표 4-3> 통계와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통 계

통계 기준

→

자료 표준화

데이터

데이터 기준

→

데이터 표준화

→

자료 입수

→

통계 생산

→

통계 서비스

→ 데이터 확보

→

데이터 정제

→

데이터 서비스

◦ 한편, ICT 기술혁신 및 통계조사 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서 생성되는
비정형·반정형 데이터와 행정통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통계’는 보고통계와 가공통계가 주로 해당되며, 전통적인
조사통계와는 여러 측면에서 차별점*이 존재한다.
* 빅데이터는 통계적 활용을 전제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 관리 부재, 결측 항목
존재, 공식통계와 개념 차이, 모집단 대표성 부족, 데이터 처리 비용 등의 문제가 존재

31)

이의규(2013), “밴프(Banff) 자동에디팅 시스템 적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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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통계자료, 행정자료, 빅데이터 관계도32)

◦ 그러므로, 데이터 과학(빅데이터+AI)을 활용한 통계는 기존 통계 생산방법과 일
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국가통계 생산관리 체계를 적용하여 활용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어 개선 연구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통계환경에 부응하는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국가통계 승인제도 개편 연구

□ 정부, 한국은행 등 통계작성 지정기관은 국가통계를 작성, 변경, 중지할 경우 통
계청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 이는 유사·중복 통계 작성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 인력과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함이다.
◦ 빅데이터(다양한 자료원 활용)와 인공지능(각종 통계기법 사용)을 활용한 데이터
과학 통계생산을 공식화하기 위해, 승인체계 보완 및 별도 작성 등 승인 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3)

□ 주요 연구내용
◦ 승인통계 관리범위·관리방식 개편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 개선 검토
32)
33)

통계청(2019), “빅데이터 활용통계 승인관리방안 연구”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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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과학의 국가통계 활용전략 에 따라 범위 및 관리방향 설정
◦ 데이터 과학 활용통계 주요 심사내용 및 심사기준 검토
–가공방법 설정과정이 상세하게 설명되었는지, 방법 자체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
게 기술되었는지, 기초자료는 안정적으로 입수 가능한지 등 보강
34)

* 현재, 가공통계의 신뢰성과 관련된 별도 문항은 ‘기초자료의 신뢰성’뿐임

◦ 데이터 과학 활용통계 승인관점 해외사례 검토
–관리 및 승인 관점에서 각국의 통계 관리체계 특성* 비교
* (예시) ‘빅데이터 활용통계’를 영국은 실험통계, 네덜란드는 베타통계로 분류·관리

◦ 통계작성 자료원 및 작성방법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대안 검토
2.2 국가통계 품질진단 개선 연구

□ 통계품질진단 은 통계자료가 정확한지, 시의적절한지, 유용한지,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활용하기 편리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를 만드는
전체 과정을 진단하는 절차이다.
◦ 데이터 과학 활용통계의 경우 자료의 다양성과 불완전성, 가공과정의 복잡성으
로 인해 통계 생산과정 전체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승인통계와 동일
한 품질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그러므로 다양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국가통계 전반의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
한 연구가 필요하다.
35)

□ 주요 연구내용
◦ 통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데이터 과학 활용통계의 품질관리 시행적정성 검
토 및 품질 검증 기준 방안 마련
–정기·자체·수시품질진단 실시 및 국가통계 품질 개선 이행 점검 및 컨설팅 실시 등
정용찬 외(2014), “빅데이터 활용 촉전전략”에서 ‘①보완(국가통계의 보조지표), ②대체(기존통계 대
체), ③창조(신규통계 개발)’ 인용
35) 통계법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청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
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
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야 한다. <이하생략>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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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대표성, 중복성, 재현성을 기준으로 통계품질 검증
◦ 통계품질관리(QMS) 관련 용어의 정의 및 통계품질의 6차원 측면에서 품질관
리 검토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timeliness), 비교성(comparability), 일관
성(coherence), 접근성(accessibility)
◦ 데이터 과학 활용통계 품진관리 및 진단관련 해외사례 검토
36)

2.3 통계기반 정책평가 제도 연구

□ 통계기반정책평가 는 통계와 정책을 연계해 과학적 정책 수립체계를 확고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할 때 그 정책과
제도의 집행과 평가에 필요한 통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현재 평가제도는 심사 건수가 증가하여 양적 성과는 보이나, 평가결과의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발전에 한계 존재하며,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과
학에 근거한 증거기반 정책 활용 및 확대가 필요하다.
37)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증거기반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개혁을 이미 시행 중에 있음

주요 연구내용
◦ 데이터 과학 기법의 통계정책 활용도 제고
–증거기반 정책 운영 정착을 위해 정책수립의 촉진자로서 역할 제고

□

38)

통계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for Statistics)란 이용자들이 적합한 통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
방법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만족을 주면서 가장 경제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보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통합한 체계를 말함
37) 통계법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
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
입ㆍ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통계기
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38) 증거기반 정책이란 “정책 개발과 집행의 핵심에서 연구를 통해 최상의 이용 가능한 증거를 도출해
정책과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
는 접근”을 말함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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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기반의 정책운영을 지원할 체계 정립 검토
–민간데이터 수집 범위 확대, 데이터 연계 및 활용 기능의 확장, 데이터 기반의
정책효과성 평가 등의 역할 강화가 수반
–데이터기반 행정을 위한 공동활용데이터 활용방안 검토
◦ 정책관여도 단계에 따른 증거기반정책 역할 강화 방안 마련
–증거기반정책을 지원 및 국가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단계로 확대 등
39)

3. 국가통계 활용 및 확산 지원

□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통계데이터 허브기능을 위해서는 범국가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정부차원의 활용 전략 추진 필요하다.
◦ 공공·민간데이터의 안정적인 자료 입수와 활용으로 체계적 데이터 가치사슬(구
축·유통·활용)을 구축해야 한다.
※ 해외 데이터 허브 구축 사례
- ① 호주의 경우 행정자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금융, 유통, 위성 정보, 통신 등의
민간 데이터를 통계청(ABS)이 수집한 후 융·복합 분석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생
산하여 제공 ② 미국,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민간연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허브 구축을 추진 중
※ 해외 데이터 사이언스 추진 사례
- 영국 통계청 데이터사이언스 캠퍼스국, 캐나다 통계청 데이터사이언스과 주요업무 검토
① 데이터 과학 분석도구 구축(생태계기반 구축)
② 역량 구축(교육 제공)
③ 데이터 과학 작업과 멘토링 구축(학계 및 업계와의 협업, 네트워크 생성)

–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영역별 실제 데이터(Real Data)
와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다.
–데이터 저장과 유통을 위해서는 국내 빅데이터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이용
률이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이므로 조기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이 시급하다.
40)

공동활용데이터: 다른 정책기관에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데이터
40)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OECD 34개국 중 30위(NIA, '18)/ 전자정부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율
: (‘16년) 25.80% → (‘17년) 32.93% → (‘18년) 39.96% → (‘19년) 46.63%. (NIRS.’2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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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과 활용 측면에서 데이터가 산업·사회 혁신의 촉매제로 역할이 기
대되며, 빅데이터 및 분석기술 활용 의 발전 및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 데이터 과학을 기반한 데이터 활용 및 확산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환경·
안전이슈 등 사회문제 해결 및 통계분석 지원을 해야 한다.
–경제ㆍ사회현상 심층분석 및 미래예측 방법론을 위한 영상정보, 실시간 자료,
센서자료 등 다출처 자료 활용기법 구축 지원 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통계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통계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물적 인프라 및 인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41)

3.1 데이터 DB 및 연계시스템 구축 연구

□ 통계청은 가장 방대한 국가통계 원천자료 보유 및 행정자료 입수권한 으로 각종
통계에 활용되는 모집단 제공 및 데이터 간 연계 DB 구축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중앙부처 등 정책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연계ㆍ가공을 통한 다양한 통
계서비스 요구가 증가하여 통계작성 및 활용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통계DB 구
축이 필요하다.
42)

□ 주요 연구내용
◦ 인공지능을 기반한 단계별 데이터 DB 구축 및 연계 방안 검토
➊ 데이터 수집 : 행정 및 민간자료
–원자료 보유기관과 공동 관리 강화 및 자료이용 체계 구축
➋ 데이터 정리 : 기준설정, 분류
–(기준설정) 각 기관이 생산하는 통계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조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등 통계생산에 필요한 기준 가이드라인 작성
–(분류) 국제기준의 분류체계와 국내 분류체계 간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제
표준분류 기능 강화 검토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및 분석기술 활용은 63개국 중 15위(IMD, '20)
42) 통계법 제24조에 의해 행정자료 제공받음(‘19.10말 기준: 228종 입수 및 125종 DB 구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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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제 : 표준화, 비밀보호
–(표준화) 데이터 표준화, 조사표 및 행정자료의 서식 표준화 등

➌

* 기준이 다른 각 기관의 행정자료를 표준화하고 정제(Cleansing)하여 신뢰 있고 의미 있는 데이
터를 생성하고 활용 확장

–(비밀보호) 비식별화, 재현자료 생성 등 데이터 연계 분석 및 활용을 위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마스킹 기술 및 보안 시스템 구축
➍ 데이터 연계 : 행정자료, 민간 빅데이터, 조사자료의 연계·융합으로 데이터 활
용분야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통계개선 및 서비스 확대
3.2 데이터 과학 역량강화 방안 마련

□ 단순 수집이 아닌 데이터 융ㆍ복합 및 분석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간 융복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 좀 더 나아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의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
43)

□ 주요 연구내용
◦ 통계작성기관 역량 강화 지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생산 기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 통계기법 지원
및 컨설팅 기능 강화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육성과 내부구성원에 대한 교육강화 방안 마련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 수집, 저장,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역량
* 정부의 역할: 교육지원+훈련지원(실무훈련/해외연수 포함)+인력Pool 정보 공유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차이
ㅇ 데이터 분석가 : 기업 - 학사/석사 + Excel/SAS/SQL/OLAP
ㅇ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 기업/연구소/대학 - 박사 + R/Python/C++/JAVA
- 대용량 데이터 처리 가능(Tera~Peta), 비정형 데이터 (예: 텍스트) 처리 가능
- 통계분석 및 Machine Learning 활용 데이터 마이닝/모델 개발 가능
- 미래 예측가능, 고도의 Visualization 및 (Open Source S/W로) 시스템 개발 가능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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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국회·언론 등의 통계소양 증진을 위한 교육 확대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 등 데이터에 대한 기본교육 및 데이터 활용 방법
교육
–데이터 이용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 통계교
육 강화 추진방안 마련
◦ 통계기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정책입안자 통계교육 확산 추진
3.3 정보제공(서비스) 및 협업네트워크 구축 강화

□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 수요자들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가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융·복합 데이터(통계등록부)의 이용자 활용시스템 등의 구축을 위
한 연구가 필요하다.
44)

□ 주요 연구내용
◦ 국가 데이터허브 기능을 수행할 시스템(클라우드, 플랫폼) 등 생태기반 데이터
과학 분석시스템 구축 지원
–통계마이크로데이터 통합 및 다차원 자료 융·복합으로 새로운 통계작성과 분석
등에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
◦ 딥러닝 기반 안전한 보안관리 역량 및 시스템 구축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일정한 동일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시스템 해
킹과 대외 유출사고 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 국내외 학계 및 업계와 협업, 네트워크 생성 등 협업네트워트 구축
–데이터 사이언스의 팀 중심* 운영 효율화로 전문가 협업 확대
* 한 사람이 기술-분석-업무영역 모두에 대해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기 어려움

예시) ① 미국: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가공하고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제도 정립 ② 영국, 호
주: 제3기관(국가기관)에 신청하면 해당기관(통계청)이 접촉해서 데이터 수집, 분석 등 제공(제3기관
에 데이터가 축적, 데이터 요청 시 해당 데이터를 보완 제공)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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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관 대상 행정자료 활용 컨설팅 추진 및 협력 강화
–광역지자체와 지방청을 연계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통계 서비스 제공
및 지역별 통계허브 역할을 통한 대국민 홍보
◦ 데이터 활용을 통한 편익 등 외부 홍보 로 데이터 중요성 강조
45)

예시) CCTV의 경우도 처음에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가 많았으나, 범죄예방 효과가 명확
해진 이후에는 서로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45) (

데이터 과학(Data Science) 기초 연구

45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 악화된 조사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자료·빅데이터·인공지능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
품질향상 및 시의성 있는 국가통계 생산을 위해 데이터 과학 방법론을 국가통계
에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또한, ICT 기술의 발달로 다량의 데이터가 자동 축적되고, 인공지능이 진화함에
따라 데이터 과학(빅데이터·AI) 기법을 활용한 통계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그러므로 이러한 데이터 과학 방법을 국가통계 생산에 어떻게 적용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되었다.
□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데이터 과학의 정의 및 관련 학문과의 관련성
등 학문적 기본개념과 도입에 필요한 다양한 검토요소와 쟁점이 무엇인지 문헌분
석, 사례연구 등을 활용 분석하였다.
◦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 기반의 다학제적 학문분야의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에 적
용(industrial applications)되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학문 으로, 데이터 과학은 IT분야, 분석적 영역, 비즈니스 컨설팅 영역이 융합
하여 결과물을 생산하므로 여러 학문 분야 간, 학문과 현업 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
◦ 국내외 데이터 과학 관련 동향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빅데이터, 인공지
능 등 데이터 기반의 기술들이 있으며 주요국은 데이터 과학(빅데이터·AI) 기술
을 국가통계에 적용하기 위해 인재 양성 및 정책 추진이 활발하였다.
◦ 그러므로 데이터 과학 기법 국가통계 적용 연구 및 방법론들의 정립이 시급하고,
선제적으로 데이터 과학 활용 통계 생산을 위한 법이나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46)

46)

박성현(2020), “AI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국가통계의 발전전략” 통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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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내외 데이터 과학 국가통계 활용 사례를 통하여 우리의 현 상황을 살펴
보았다.
◦ 통계생산 분야, 통계인프라 구축·지원 분야, 통계(행정)서비스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해본 결과, 해외는 활용이 매우 광범위하여 보건, 교통, 민원, 순찰, 계약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는 챗봇 형태의 민원 응대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이 가장 발달하고 국가통계 생산분야는 저조하였다.
◦ 통계청은 챗봇, 지능형 검색 등 인공지능기반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으며, 조사기
반의 통계 작성뿐만 아니라 행정자료·빅데이터 기반의 통계작성으로 국가통계
제도의 체질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데이터 과학 기법을 국가통계에 적용하기 위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
하며 다음과 같이 중장기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 데이터 과학 연구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데이터 과학 활용 3대 전략 및 9개 실
행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미션

데이터 과학 선도 기반조성 및 통계생산 선진화

비전

데이터 과학 기반 국가통계 생산 및 활용 확대

목표

새로운 통계수요에
부응하는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과학적 기법 적용 및
선진화

미래대비 데이터 서비스
기반확충 및
선도방안 마련

전략

 다출처 자료 활용
국가통계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인공지능 적용
국가통계 생산방식
개선 및 효율화

 데이터 과학 기반
국가통계 활용 및
확산 지원

실행

1. 국가통계 승인제도
관리체계 개편 연구

4. 통계분류 자동코딩 및
자동시스템 구축

7. 데이터 DB 및 연계
시스템 구축 연구

2. 국가통계 품질진단을
통한 관리방안 수립

5. 자료 정제 및 무응답
자료처리 분석

8. 데이터 과학 역량
강화방안 마련

3. 통계기반 정책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

6. 머신러닝기반 자료
내검규칙 적용

9. 데이터 서비스 및
협업네트워크 구축

과제
(연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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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 주요국은 국가통계의 품질 및 조사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데
이터 과학(빅데이터·AI) 기술을 국가통계에도 적용하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ㅇ 다만, 이러한 기술들은 자료에 의존하여 현상을 해석하고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
에 자료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를 추출한 모형을 개발할
경우 잘못된 모형을 구축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또한 딥러닝의 경우 예측
정확도 측면에서 탁월하나 인과적 분석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ㅇ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적용하
기 전에 데이터준비, 정제(cleansing), 정화(scrubbing), 표준화(standardizing)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머신러닝 기법 활용의 정확도는 기초 데이터의 정확도 즉, 학
습데이터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데이터의 홍수와 무제한의 선택문제 발생으로
맞춤형 머신러닝이 필요하다.
◦ 또한, 디지털 뉴딜 및 데이터 3법의 법제화를 통해 데이터기반 통계생산 증가로
국가통계 생산방법 개선 및 생산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
□ 그러므로, 데이터 과학(빅데이터·AI) 기술을 국가통계에 적용하기 전 선제적으로
관련 연구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
◦ 본 연구는 데이터 과학의 이해와 국가통계 적용을 통한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고
국가통계에 전제적* 적용방안 검토로 연구 활용도 증대가 예상된다.
* AI는 단순한 기술적 차원을 넘어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준비가 필요

◦ 또한, 통계조사 환경 변화 및 국제사회의 흐름에 데이터 과학 적용을 통한 선제
적 대응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AI 주도권 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과학(빅데이터·AI)을 국가통계에 적용하여 선도국가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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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빅데이터 글로벌 위킹그룹(GWG)

□ 빅데이터 글로벌 워킹그룹(GWG) : UN 통계위원회, 2014년 창설
ㅇ 국가통계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모색하고, 방법론을 평가하고, 품질관리
및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태스크팀을 총 8개로 구성
<표 1> UN 빅데이터 GWG 태스크팀
업무팀
액세스 및
파트너십 관리팀

소개 및 주요 업무
－ 빅 데이터를 얻기 위해 데이터 소스에 대한 액세스와 다른 공공 및 민간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공식통계를 위한 국가통계시스템(NSS)을
용이하게 함

SDG 및 빅데이터 － 지속 가능 개발 목표 (SDGs)와 관련된 지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빅데이
활용 관리팀
터 사용의 구체적인 예를 제공
휴대전화 데이터
작업팀

－ 휴대전화 데이터는 많은 잠재력을 지닌 빅데이터 소스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보급률이 높아 개발도상국과의 데이터 격차를 메울 수 있다고 예상
됨에 따라 공식통계에 이를 적극 활용

위성이미지 및
지형 공간데이터
작업팀

－ 원격
얻은
운송
－ 위성

소셜미디어
데이터 작업팀

교육/기술 및
역량강화 관리팀

감지 이미지, 트랜잭션 및 소셜 미디어 데이터, 모바일 데이터에서
위성 이미지 및 지리 공간 데이터를 농업, 환경, 비즈니스 활동 및
관련 공식 통계산출에 활용
이미지 및 지리 공간 데이터 사용에 대한 솔루션 구축

－ 소셜 미디어 데이터가 중요해짐에 따라 새로 신설된 팀으로,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생성하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검색 등의 형태
－ 공식 통계를 위해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통용될 수 있는 도구 및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템플릿을 개발
－ 빅데이터는 국가통계시스템(NSSs)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데이터 소스와 정의가
달라, 빅데이터와 연동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 및 방법론을 개발
－ NSSs의 기술과 빅데이터 이용에 대한 NSS의 제도적 준비 정도 평가
－ 기술 요구 분석에서 확인된 격차를 해소하는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
침 제공
－ 빅데이터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촉진
－ 공식 통계를 위한 빅데이터에 대한 글로벌 설문 조사 및 GWG 내에서 공
식화된 작업팀의 결과에 따라 교육 계획을 조정

데이터, 서비스 및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국가 통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
애 플리케 이션을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글로벌 플랫폼 수립
위한 글로벌 플랫 － 이 플랫폼을 통해 교육 및 역량 구축을 위한 서비스, 공식 통계 커뮤니티
폼위원회
를 위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제공함

스캐너 데이터
작업팀

－ API와 오픈 소스 응용프로그램 공유·제공, 스캐너데이터에 다양한 분석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 적용하여 가격지수 추정방법 활성화
- 응용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 방법관련 문헌 요약,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 권장, 가격사용에서 방법
론 지침 자료 및 개발데이터 제공

출처 : ‘Big data UN Global Working Group’ 사이트 (https://unstats.un.org/bi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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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데이터·인공지능(AI) 추진전략1)

1)

관계부처합동(2019.1.), “데이터·인공지능(AI)경제 활성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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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통계등록부 기반 소득통계 관련 해외 사례
<표 2> 통계등록부 기반 소득통계 해외사례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캐나다

인구대장, 소득명세
서, 교육대장, 토지대
장, 재산대장, 직업대
장, 부가세자료, 농업
대장 등

인구등록부, 납세자등
록부, 전자소득등록
부, 연금등록부, 세금
등록부, 사업자등록부,
실업수당등록부 등

기본등록부 10개* 등
*인구등록부, 건물등
록부, 부동산등록부,
소득등록부, 자산평
가등록부, 차량등록
부, 토지등록부 등

T1(개인ㆍ가족 마스
터), 소득명세서, 기타
소득명세서, 급여공제
대장, 비과세계좌 입
금ㆍ인출 청구서, 사
회보험등록부 등

통계법시행령 제6조,
통계청 업무에 관한
시행령 제4조

통계법 제1조, 제8조
∼제12조

통계법 제1장 취득
제33조∼제36조

통계법 제13조, 제24조

정부기관의 자료 제
공의무 명시, DB 구
축을 위한 등록부 가
공 기능 명시

중앙등록부 활용 감
독 및 지원, 개인/기
업/단체 등 자료제공
의무 명시

등록부 데이터 사용
권한 부여

문서 등 기록에의 접
근 권한, 소득세법에
따른 보고 의무 명시

입수
방법

국세청
시스템에서
수집(매일),
이민국,
학생 및 고용자료 등
수집

기관 간 시스템 기반
자료수집,
웹 기반
보고 등

기본등록부시스템(10
개) 접근권한 부여로
시스템 접속

행정자료
접근권한
부여, 국세청 자료 송부

구축
통계
등록부
(DB)

4개 통계등록부
*인구(소득ㆍ과세, 고
용, 교육, 복지, 자산
등), 경제활동(수입,
직업, 실업, 학생 등),
기업(임금, 회계, 거
래, 특허 등), 부동산(건
물, 주택, 토지 등)

3개 통계등록부
*인구(출생, 사망, 결
혼, 이민 등), 사업체
(고용상태, 종사상지
위, 산업, 직업, 소득
등), 건물(주소, 토지,
소유, 설비 등)

SSD(사회통계DB, So
cial Statistics Databa
se)
*소득ㆍ자산을 포함
한 인구등록부 중심
의 모든 행정자료ㆍ
조사자료 통합

4개 통계등록부(인구,
건물, 기업, 지리) 구축 중
*LAD(인구ㆍ소득 DB,
Longitudinal Admini
strative Databank),
IMDB(이민DB, Longi
tudinal Immigration
Database), 기업과세DB 등

인구총조사 ( 조사×) ,
경제총조사
*혼인, 경제활동, 산업,
직업, 교육, 소득, 주
택등

인구총조사*(조사×),
소득통계(분배지표 포함),
고용통계, 교육통계 등
*혼인, 경제활동, 산
업, 직업, 소득, 교육,
주택 등
*모든 통계를 등록부
기반 작성

인구총조사*(조사×),
소득 관련 주관적 지
표, 소득 패널조사 등
*혼인, 소득, 부동산,
장애인 등

인구총조사(행정자료*
+조사), 기업통계, 이
민자통계, 육아휴직
추정 등
*소득, 연금, 자산, 이
민등

비밀유지법, 정보보호법

공중등록소법

통계법 제37조, 제38조

통계법 제17조, 제34
조∼제36조

통계법 제5조∼제6조
에서 비밀유지법, 정
보보호법 준용

자료반출 및 접근 제한

통계 목적의 자료 이
용, 자료의 기술적ㆍ
조직적 조치

비밀누설금지,
처벌 규정 존재

자치행정기관 기본법
적용받는 독립 기관
(통계청장 임기 7년)
경제부 장관이 통계
청장 임명규칙 마련
및 입법, 예산 등 정
치적 책임 지님

혁신과학산업부 장관
산하, 캐나다 총독이
통계청장 임명(통계청
장 임기 5년)

입수
자료

자료
입수
근거

통계
작성
활용

비밀
유지
자료
보안

통계청
운영
체계

분산형 통계 생산 국
가로 통계위원회 설
립, 공식통계 조정 및
모니터링, 공식통계
관련 법, 조례 등 제정

통계법상 독립적 행
정기관, 경제장관의
추천에 의해 국왕이
통계청장 임명, 경제
장관이 통계청 등 지
원을 위해 위원회 설립

출처 : 통계청(2020.11), “통합통계등록부 관리체계 구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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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해외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표 3> 미국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현황
기업

분야

사례

구글

자율주행, 헬스케어,
로봇, 스마트홈

Deep Mind의 알파고, 자율주행 자동차 진행, 헬스케어 등
에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특히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음성인식 AI기기인 구글 홈 개발

아마존

음성인식, 물류,
자율주행

음성인식 AI 플랫폼 알렉사를 적용한 ‘Echo’ 개발, 알렉사
의 적용 범위를 온라인 쇼핑,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
차 등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음. 미국 물류창고 20곳에 4만
5,000대 로봇이 임무 수행. 또한 딥러닝을 활용한 계산대
없는 매장 사업 진행 중

애플

음성인식, 스마트홈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으며 최근
의료분야 사업에 추진하고 있음. 음성인식 ‘시리’를 중심으
로 인공지능 스피커 홈팟을 진행 중에 있음

마이크로
소프트

음성인식,
의료분야

종양의 상태 분석, 약물치료 옵션 제공 등 의료 분야에 진
행 중. 자연어 처리 기술 루이스 활용

IBM

기술개발,
로봇, 로봇

왓슨을 이용한 데이터 및 지식 구축. 로봇 ‘코니’ 서비스 시작.
의료분야에 ‘메디컬 시브’라는 의료용 알고리즘 개발 진행

출처 : 이재호 외(2019),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분야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표 4> 중국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현황
기업

분야

사례

샤오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개발 투자 진행

화웨이

인공지능,
스마트홈

스마트기기용 인공지능 엔진, 스마트홈 플랫폼 구축 진행

쾅스커지

로봇, 물류

로봇과 물류, 제조업 업무가 통합된 것으로 전처리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시뮬레이션, 실제운영에 이르기까지 처리가능한 시스템
개발

출처 : 이재호 외(2019),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분야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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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국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표 5> 국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현황
분야

기업

삼성
Brity works

사례
스마트 인더스트리 플랫폼 ‘포스프레임’을 광양제철소 후판공정
에 도입함. 하루 30억 개 데이터를 분석하여 불량률을 진단하
고 작업실 내 유해가스, 소음, 온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설비 이
상징후를 진단함
나염 공정 불량검사에 인공지능을 도입함. 정상제품에 대한 레
퍼런스 이미지를 생성해 등록하면 기준 이미지와 다른 부분을
실시간 검출하여 불량을 체크함. 딥러닝 기술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결함을 분류
센서를 통해 공정단계를 실시간 체크하고 불량률을 점검. 향후
인공지능이 최적의 공정 단계를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센서를 이용하여 주문내역에 따라 박스를 분리하고, 인공지능
이 혼잡도를 파악하여 트럭 및 컨테이너 적재 순서 및 방법을
안내
사물인터넷(IoT)과 센서를 이용하여 물류 흐름을 실시간으로 체
크하고, AI가 배송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분류 트랙을
제시. 물류센터 설비 최적화 방안 분석
인공지능이 항공기 운항횟수, 거리 데이터를 분석하여 항공기
고장률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제안
사용자의 말을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분
석한 후 다시 스마트폰으로 전달해주는 ‘s보이스’ 출시
‘어떤 약속’을 ‘누구’와 잡고 싶은지만 입력하면 개인일정을 기
반으로 코노엔진이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추천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기능을 적용한 음성인식 개인 서비스용
디바이스. 음악 청취, 스마트홈 제어, 자체 조명 및 개인비서
등의 기능을 제공
LG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서비스 된 음성인식 기반 개인비서
서비스로 스마트폰과 스마트TV 등에 적용. 검색, 전화연결, 문
자보내기, 어플리케이션 실행, 사진 촬영, 타이머, 알람 작동 등
스마트폰의 다수 기능을 음성 명령으로 실행 가능하게 하는 인
터페이스
AI 기반의 대화형 업무 자동화 솔루션. 사람의 말을 이해하여
지시에 따라 단순/반복/비생산적인 업무를 수행. 가령, 데이터
검색 및 보고서 생성, 실적 보고 등의 일을 맡음

플런티

상황에 맞는 메시지 응답을 손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챗봇

포스코

제조공정

수아랩

LS산전

삼성 SDS
물류
CJ대한통운
정비

대한항공
삼성전자
코노래스
SK텔레콤 누구
(NUGU)

개인 비서
LGQ 보이스

현대카드 버디
챗봇
삼성 Brity
AIA생명
AIA온
롯데 백화점
쇼핑

신세계
이마트

사용자가 현재 위치한 곳 주변이나 특정 지역에서 외식을 비롯
해 주말 무료주차, 발레파킹, 주유, 쇼핑, 영화관 등 다양한 카
테고리의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안내
자연어로 대화하며 고객이 요청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수행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
인공지능 상담사가 학습한 대화를 기반으로 고객과 대화를 나
누고 계약정보를 확인, 계약을 확정하는 음성서비스를 제공
고객의 구매 패턴, 선호 브랜드, 구매 금액 등을 분석하여 제품
을 추천함
인공지능 ‘S마인드’를 활용하여 고객 개인의 취향을 분석해 선
호하는 브랜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쇼핑정보와 세일정보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함
휴머노이드 로봇이 고객의 얼굴을 보고, 나이 및 성별을 파악
하여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고, 매장을 안내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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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11번가

세이바이

컨텐츠
추천 및
필터 링

카카오
‘루빅스’
네이버
‘엑스아이
(X-eye)’

여행

네이버

음식

롯데제과

자율주행

기아

드론

유비파이

법률

헬프미

금융

카카오

바로풀기
교육
뤼이드

번역

인공지능
빅 데이터
플랫 폼

네이버 파파고
삼성
Bright AI
LG
DAP
SK 에이브릴

상품 추천 서비스. 상품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11번가의 스
마트폰용 소프트웨어(앱)에서 검색하면 사진 속 상품의 색깔과
재질, 모양 등을 딥러닝 알고리즘이 분석, 가장 유사한 상품을
찾아 줌. 이 외에도 딥러닝(Deep Learning･심층학습)을 간편결
제 서비스인 ‘시럽페이’에 적용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동시에 관련 정보가 시럽페이
에 자동 인식되어 입력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구현
평소 구매 선택이 어려운 상품군인 피부미용, 헬스 트레이너,
패션을 초기 시장으로 선정. AI와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1:1
실시간 채팅을 통한 상담 및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 최신 트
렌드 상품이나 고객 특성에 맞는 상품을 맞춤형으로 추천. 간
단한 사전 질문만으로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한 컨시어지가 더
욱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인공기술을 적용해 나갈 예정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개개인의
콘텐츠 소비 패턴을 지속해서 기계 학습해 개인 관심사에 최적
화된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이미지가 자사 사이트에 올라오면 24시
간 365일 실시간 감지를 통해 검색 노출을 막음
인공지능 기반 ‘코나’는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네이버 서비
스 사용기록 및 이용 콘텐츠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관심을 파악
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행지와 경로를 추천함
제과 및 음료사업에서는 해외 시장정보, 블로그･페이스북 후기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해 최근 트렌드를 분석하고 신제
품 개발에 응용
‘드라이브 와이즈’ 주행기술을 통해 고속도로 자율주행, 혼잡구
간 주행지원, 비상시 자동 정차 등이 가능
영상기반 3차원 위치 인식 및 지도 작성 기술, 신호처리 및 제
어 기술 등을 결합하여 사람의 조정 없이 자율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개발함. 향후 기상 관측, 환경감시 등에 활용할 예정
의뢰인이 채무지급 관련된 사실을 입력하면 법률적 효과를 파
악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적법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자동으로 작
성해주는 인공지능을 개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보어드바이저’가 개
인에 맞는 투자자문사를 안내하고 자문
‘자동답변’ 기술
∙ 한글 이미지 처리, 수학 수식엔진과 딥러닝 기술을 통해 개발
∙ 학생이 질문 사진을 찍어 올리면 20여 단계를 거쳐서 사진
속 수식, 글자, 이미지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즉시 기존 바로
풀기 답변에 있는 백만 개 이상의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
한 질문을 찾아서 풀이과정과 답을 알려줌
인공지능 기반 개인교습 시스템(AI-based Personal Tutoring
System)을 통해 시험 목표점수를 빠르고 저렴하게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제공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4개 국어의 모든 언어 조합을
번역해주며, 텍스트나 음성 외에도 사진 속 문자까지 통번역
가능
AI 기술을 활용해 대용량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분석하는 기업
통합분석 플랫폼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시각화까지 일련의 빅데이터를 처리하
고 분석
대화, 자연어 이해, 자연어 분류, 검색 및 평가, 문서 변환, 언어
번역, 이미지 인식, 성향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8종의 API
를 공개

출처 : 이재호 외(2019),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분야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데이터 과학(Data Science) 기초 연구

57

<부록 6> 빅데이터플랫폼 및 센터 개념2)

역할
ㅇ (빅데이터 플랫폼) 주요 분야별*로 각종 빅데이터의 수집·분석·유통을 지원
* 금융, 환경, 문화·미디어, 교통, 국토·도시, 헬스케어, 에너지, 유통·물류, 농수산, 제조 등
ㅇ (빅데이터 센터) 중소기업·대학 등 주요 기관별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

□

<그림 1>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개념도

<그림 2> 교통분야 플랫폼 및 센터 구축(예시)
2)

관계부처합동(2019.1.), “데이터·인공지능(AI)경제 활성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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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증거기반 정책 지원 (예시1) : 소득분배정책

소득분배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우리나라 공식 소득분배지표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작성됨 (‘16년 소득분배지표 작성통계 변경: 가계동향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

□

* 2012년부터 전국 약 20,000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4.1.~4.17. 기간 실시
보건복지부, 국세청, 신용정보원 등 12개 기관 30여 종의 행정자료 활용하여 작성

ㅇ

양극화해소 등을 위한 막대한 규모의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소득재분
배 효과 분석 기능 취약*
* 지니계수 개선효과(시장소득-처분가능소득)에 기초한 소득분위별 수혜·부담 효과는 분석 가능
하나, 표본크기 제약으로 복지프로그램별·취약계층특성별 영향 분석이나 정책 도입단계의 사
전 분석 불가능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한 소득DB 구축(안)
ㅇ 기관별 자료 연계를 통한 소득분배 모형구축 및 분석

□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자료

➡

통계청(등록센서스)
가구단위 소득DB 구축



국세청
과세자료

* 기존 가계금융복지조사 활용 행정자료[별첨]를 등록센서스에 확대 적용
(통계법 개정, 법제처 유권해석 등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완비, 고유식별번호의 암호화
된 대체번호 변환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보)

ㅇ

기대효과
- 소득분배 정책효과 사전검증 및 평가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 보편적 vs 선별적복지, 기본소득 효과 등 복지 관련 논쟁 건설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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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증거기반 정책 지원 (예시2) : 부동산정책

문제점
◈ [단독 ] 투기전쟁 3년차 국토부 , 다주택자 잡겠다더니... 데이터도 없었다
o ‘18.9.13. 대책 당시 구축했다던 ’RHMS’ 알고보니 아직도 미완성
o 규제대상 현황파악 없이 정책 정당성·효과 의문 (아주경제, ‘20.3.13.)

□

ㅇ

ㅇ

그간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주택보유 및 임대현황 정보를 종합·연계하여 부동산
시장 투명 관리 및 공평과세 기반 마련 요청 지속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축물대장과 재산세대장을 기초로 관련 행정자료 연계를
통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통계신뢰성 부족으로
보완작업 지속 중
* [참고]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구축 개념도 (‘18.9.13. 국토부 보도자료 中)
임대차 계약정보
국토부

국세청

ㆍ임대등록시스
템(LH)
ㆍ확정일자신고
자료
(RTMS)

ㆍ월세세액공
제자료
ㆍ주택임대사
업자
등록자료

소유정보
국토부

건축물대장
소유정보

행안부

재산세
대장

자가여부

가격정보

공실여부

행안부

국토부

국토부

ㆍ공시가격
시스템
ㆍ실거래가
신고자료
(RTMS)

건축물
에너지
정보

주민등록
자료

▼
주택임대차 현황자료 생산

행정자료 활용 주택소유통계 강화(안)
ㅇ 통계청은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 주택소
유통계*를 2013년부터 작성 공표 중

□

* 건축물대장·재산세·주택공시가격 등 주택관련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가구·주택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및 가구단위로 작성

ㅇ

기존 주택소유통계에 소득 및 부채 행정자료 연계 결합
- 자산·부채·소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가계 재무건전성 측정 가능
- 가구특성별 맞춤형 부동산정책 수립 및 평가 지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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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 결과3)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은 ‘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10.1.
(목)에 발표(63개국 평가, 한국 8위 )
□ (개요) 기술변화에 대한 국가의 적응력·대응력 및 기술개발능력 등을 평가
ㅇ 3대 분야(지식, 기술, 미래준비도)·9개 부문·52개 세부지표로 구성
□ (평가결과) 종합순위 8위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 3대 분야(지식(11→10위), 기술
(17→12위), 미래준비도(4→3위)) 지표도 전년 대비 상승
※ 상위 10개국은 작년과 동일하며, 홍콩(5위), 한국(8위)가 상승하고, 핀란드가 10위로 하락(3단
계 하락), 중국 16위(6단계 상승), 일본 27위(4단계 하락)
분야

지식(11→10위)

기술(17→12위)

미래준비도(4→3위)

부문

인재

교육
훈련

과학
기술

규제
여건

자본
여건

기술
여건

신기술
적응도

사업
능력

IT
통합

2020년

21

11

4

26

25

3

1

3

15

2019년

30

5

6

26

29

7

4

5

21

지식) ‘교육훈련’, ‘과학기술’부문에서 높은 순위*, ‘인재’와 ‘과학기술’ 부문의
일부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여 전년과 유사

ㅇ (

* 강점: 과학기술 부문의 ‘R&D지출총액(2위)’, ‘1인당 총 연구개발 인력(3위)’
** 약점: 과학기술 부문의 ‘여성연구원(54위)’, 인재 부문의 ‘국제 학생의 순 유입(49위)’

기술)‘기술여건’부문의‘고도기술 수출비중 지표(19→6위)’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5단계 상승

ㅇ (

* 강점: 규제여건 부문의 ‘계약실행(2위)’, 자본여건 부분의 ‘IT&미디어 주식시장 자본화(2위)’,
기술여건 부문의 ‘인터넷대역폭속도(2위)’
** 약점: 규제여건 부문의 ‘기술개발 및 적용(44위)’, 자본여건 부문의 ‘금융재정 서비스(49위)’

미래준비도) 3개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전년대비 1단계 상승

ㅇ (

* 강점: 신기술적응도 부문의 ‘전자참여지수(1위)’, ‘인터넷소매업매출액(1위)’, ‘전자정부(2위)’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10.), “2020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디지털 경쟁력 평가 결과 발
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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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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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표별 순위

< 지식 > 11→10위
인재 (30→21)
Talent

교육훈련 (5→11)
Training & education

PISA 교육 평가-수학

6→6 직원 교육

국제 경험

52→39 교육비 총액

외국인 숙련직 직원

49→43 고등 교육 성취도

도시 관리

17→12

디지털 기술 능력
국제 학생의 순 유입

과학 기술 (6→4)
Scientific concentration

33→15 R&D 총액

1→2

22→36 1인당 총 연구 개발 인력

5→3

3→4 여성 연구원

53→54

34→33 R&D 생산성

25→26

26→18 과학 학사

9→11 과학 기술 고용

30→34

50→49 여성 학위 소지자

20→20 첨단기술 특허허가

학생-교사 비율
(대학 이상 전문교육)

3→3

교육 및 R&D분야의 로봇 13→13

< 기술 > 17→11위
규제여건 (26→26)
Regulatory framework
창업

자본여건 (29→25)
Capital

기술여건 (7→3)
Technological framework

7→19 IT&미디어 주식시장 자본화 3→2 통신기술

계약 실행

2→2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12→10

42→38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10→10

이민법

61→39 금융 재정 서비스

54→49 무선 브로드밴드

19→20

기술 개발 및 적용

50→44 투자 위험

19→19 인터넷사용자

16→16

과학 연구 관련법

34→31 벤처 자본

48→41 인터넷 대역폭 속도

지적재산권

37→38 통신분야 투자

46→42 고도기술 수출비중(%)

2→2
19→6

< 미래준비도 > 4→3위
신기술 적응도 (4→1)
Adaptive attitudes

사업 능력 (5→3)
Business agility

전자참여 지수

1→1 기회와 위협

인터넷 소매업 매출액

1→1 세계 로봇 유통

IT 통합 (21→15)
IT integration
43→24 전자정부
3→3 공공민간 파트너쉽

태블랫 보유 비율

13→20 기업의 신속 대응력

스마트폰 보유 비율

17→16 빅데이터 및 분석기술 활용 40→15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세계화에 대한 태도

19→14 지식전달
기업가의 실패공포(신규)

28→13 사이버보안

35→30
15

3→2
41→29
23→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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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데이터 공동 활용 사례4)
(10-1) 국민의견 수렴(정책 수립)활용 예시
분석명

공동활용데이터(예시)

활용(안)

공공와이파이
제공 확대 분석

행정구역, 공공와이파이 분포 정보,
통신사 와이파이 분포, 공공 및
민간 건물정보, 와이파이 사용량,
통신사 민원정보, 가구별 소득

공공와이파이 현황 및 이용률,
와이파이 이용 불만사항(민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확대 및 효율적
제공

국민 삶의 질
(체감 만족도)
분석

인구 정보, 자살률, 실업률, 비만율,
스트레스, 국민소득정보, 지역별
문화·예술 제공 정보, 문화·예술
분야 지출액

국민 체감만족도(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예술 분야의 제공 및
이용을 분석하여 정책적으로 사회적
병리현상 제거하여 국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분석

식료품 수요
예측 분석
격오지 생활
편의시설
수요 분석

4)

농수산물소비동향 정보, 농수산물
도소매가 가격 정보, 농수산물
생산량 관련 정보, 식품류 가격정보
유통채널별 판매(소비)가격 정보
지역정보(격오지: 산촌, 어촌, 고령화)
의료시설 및 인력현황,
교통수단 시설 및 인력 현황
비상 통신시설 장비 현황

가격변동에 민감한 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한 물량 조절

노령화 지역 및 산간 어촌 등 격오지에
대한 통신 의료 교통 등 편의시설 설치

의료보험 대상
확대 분석

질환별 발생 및 처치 정보,
성별 연령별 발생 추이 현황
인구현황, 지역 현황, 병원 현황,
한의원 현황, 한의학 처치정보,
한의학 성분 현황 분석

반려동물 미등록
대상 처벌을
위한 정책 분석
전월세 지원
정책 분석

반려동물 현황, 반려동물 피해
현황, 반려동물 보호장비 현황,
해외 반련동물 관련 정책
전월세 가격 동향, 주택 보급현황,
공공임대 주택 건축 현황,

상표 및 특허
보호 제도 분석

지적 재산권정보, 특허 법률정보,
기업체 정보, 특허 인원 정보,
공공기관 민원 정보, 국민신문고
민원정보

소기업(자영엽) 상표 및 중소기업의
특허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
제도 마련

부동산 관련
임차인 보호
정책 분석

임대계약 현황, 지역별 부동산
시세현황, 임대인 보호 법률 정보,
해외 임대차 보호 제도 현황,
임차인 상생 관련 지원 제도

임대인 전월세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수립

주거환경 개선
정책 분석

지역별 오염물 배출 시설 현황,
소음 발생 및 공해 시설 현황, 주거
현황, 지역별인구구성 현황,
공해 및 오염 피해 현황

공해 등 주거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정책
수립

행정안전부(2020),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안)”

한의학 관련 의료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질환별 대상 현황 분석 및 치료 효과분석

반려동물 미등록 강제 조치를 위한 현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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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특화된 대책, 맞춤형 서비스 활용 예시
분석명

공동활용데이터(예시)

활용(안)

강력범죄 피해자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확대

형사사건별 피해현황, 사회적응
시설 및 인력 현황, 경찰 출동시간
정보, 해외 적응 프로그램 정보

형사사건(강력범에) 피해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및 멘토링 서비스 강화 정책 수립

보육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수요분석

국공립어린이집현황 및 시설 정보,
경제활동 인구 정보, 소득정보,
인구정보

위치별 인구 정보를 기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요 예측

일자리 창출 등
고용분야 분석

국민연금(가입자, 수급자) 데이터,
구인·구직 정보, 산업별/지역별
고용정보, 실업 지표

지역별 성별 산업별 기업별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수급 문제 해결

여성(위생)용품
전용 맞춤형
서비스 분석

인구정보, 소득정보, 취약계층
현황, 여성 관련 지원 사업(제도),
여성위생용품 데이터,
여성위생용품 지원 필요성
설문조사 데이터

여성위생용품 필요도 조사 및
인구정보(여성, 지역, 연령)를 통해
여성용품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확보
및 지원 사업 중복 여부를 파악해
지원 대상 및 지원 품목 지원 정책
수립

다문화 가정
한국어 학습 강화
대상자 분석

다문화 가정 인구현황, 다문화
가정 한국어 가능 여부 조사,
한국어 강사 현황, 사회복지사
민원정보

다문화 가정 한국어 학습 지원 강화

K-컬쳐 해외
홍보 활성화
전략 수립 분석

제작 및 배급사 현황, 해외 공연
현황, 한국문화원 해외반응 정보,
해외 SNS 정보, 해외 차트 순위,
영상관련 순위

K-컬처, (음악, 영상, 음식) 해외 홍보
강화를 위한 현황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대상자 선별

대학입시 지원
요강 분석

대학 입학 대상 현황, 대학별 입시
전형, 교육부 입학 전형 정보,
학과별 전형별 입시인원 정보,
입시학원 대학별 지원 요간 정보,
학부모/학생 입학 희망 전형
수요조사

대학별 입시지원 제도별 요강
분석(특기자 전형, 전형별 인원수 등)

산업체별 위험
요인 분석

산업 시설별 사고현황, 산업시설
내 비정규직 현황, 위험물질- 위험
시설물 정보, 근로감독관 의견 및
점검 현황, 119 소방 출동 현황,
산업별 위험 시설물 현황

산업시설물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분석

저소득 고령자
의료비 지원
정책 분석

지역별 인구현황, 노령인구 의료비
지출 현황, 인구 추계, 의약품
사용현황

저소득 고령자 및 독거노인 의료비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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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위험요소 예측 제거 활용 예시
분석명

공동활용데이터(예시)

활용(안)

질병, 감염병 등
의료분야 분석

감염병 정보, 보건의료 정보,
방역활동 현황, GSIS 정보, 지역별
인구현황

국가적 질병 및 감염병 전파 등의 방역
(조류독감, 구제역, 코로나-19,
인수공동전염병 등)

교통사고, 화재 등
안전사고 분석

교통사고 현황, 교통사고 발생,
위치현황, 사고유형, 자동차 등록
현황,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
119 구조, 구급출동정보,
건축물정보, 화재현황정보

시설물, 교통수단 등 사회적 재해에
대한 대인, 대물 피해 예방

범죄취약 지역
분석
(치안강화 지역)

CCTV 설치현황, 가로등·보안등
설치현황, 인구정보(거주인구, 유동인구,
여성1인가구 등)
범죄발생데이터, 범죄 신고

치안 범위 예방을 위한 피해 경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지진, 수해, 가뭄
등 자연재해 분석

기상·대기 정보, 위성사진,
위험시설물

자연 재해(산불, 지진, 해일, 폭우 등),
환경오염, 산업 재해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

폭우, 화재,
미세먼지 등
인적재해 분석

시계열 재난 재해 현황, 기상정보,
119 소방 처리 현황, 위성사진,
재난재해 민원/영상정보

인적 재해 재난 예방 경보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측 분석에 활용

농업, 축산, 해양
관련 재해재난
분석

기상, 대기, 해양 정보, 폐기물 피해
정보, 지역별 농업, 축산, 해양, 임업
재배 현황, 경작지 정보, 재해 정보,
기상 예측 정보

1차 산업 관련 환경오염 및 출하량 감소
원인 분석 및 가격 변동 등 예측 분석에
활용

해킹피해 예방
분석

사이버 해킹 피해현황, 국내외 해커
현황, 국내 바이러스 백신 대응현황,
국가 해킹 대응 인력 현황

해킹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

폐수 및 대기
오염시설 분석

수자원 지역 오염 시설물 현황,
지역별 수질 오염 정보, 공해물질
저감장치 설비 구축 현황, 지역별
대기 정보, 폐기물 배출 이력 정보,
하천 오염물질 유입 정보

하천 및 공해(공기) 오염물질 방출물
시설물로 인한 공해 예방

산업체별
위험 요인 분석

산업 시설별 사고현황, 산업시설 내
비정규직 현황, 위험물질-위험
시설물 정보, 근로감독관 의견 및
점검 현황, 119 소방 출동 현황,
산업별 위험 시설물 현황

산업시설물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분석

스쿨존, 노령화 존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정 차량 운행
속도 분석

스쿨존, 노령화 존 내 사고 현황,
차종별 속도위반 차량 정보, 연령별
사고이력정보, 평균 운행 속도 정보,
해외 안전지대 차량 속도현황,
안전지대 내 사고 처벌 규정, 차량별
운행속도 강제 조절 기능
정보(크루즈 기능)

사회적 약자 시설물 주변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운행속도 예측

데이터 과학(Data Science) 기초 연구

(10-4) 미래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활용 예시
분석명

공동활용데이터(예시)

활용(안)

관광·축제 분야
흥행 요인 분석

관광지 정보, 유동(유입)인구 현황,
소비현황, 지출 정보,
축제 지역(위치), 교통정보,
축제만족도 정보, 축제 이용현황

축제 수요 및 성공적인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전기차, 태양광
등 미래산업에
대한 수요분석

전기차/충전소 현황, 전기차 등록 및
주소지 현황, 수치표면모델지도,
태양광정보, 일사량, 기온 등
기상정보

전기차 수요 및 보급 활성화 예측 및
기반시설 마련

토지, 주택 등
국민 체감 부동산
관련 분석

토지 개발 정보, 부동산 거래정보,
공시가격 정보, 주거지 정보, 토목
공사 계획, 신도시 추진계획,
인구이동 정보, 지역별 인구현황,
자동차 교통량, 공유지 정보,
그린벨트 정보, 상하수도 정보, 학교
시설 정보

미래의 주택 수요 예측 및 효율적인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을 통해
미래 주거안정 및 도시계획 전략 수립

교육시설 설치
수요예측 분석
제철 농산물
수요 예측 분석
무인 택배 시설물
설치 분석
실업율 감소를
위한 분석

지역별 교육시설 정보,
교과별 교육가능 인력 현황,
희망 프로그램 순위
농수산물 재배 현황, 제철 음식 수요
현황, 해외 재배 및 비축 물량 현황,
기상 및 재해 정보
지역별 택배 수요 현황, 택배 물품
이용 현황, 유동인구 현황, CCTV
설치현황, 1인 가구 현황,
경제활동인구현황, 실직자 현황,
재취업 프로그램 현황, 기업체별
취업 희망 인력 정보

학생 및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요예측 분석
김장 및 농축수산물 수급 급증에 따른
가격 폭등 최소화를 위한 물량 조절을
위한 분석
부재중 택배 수급을 위한 무인 택배
거치소 설치
실업자 감소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

신규 통신 시설물
설치 계획 분석

통신 전파 구축 계획, 지역별
송수신기 현황정보, 지역별
전파율(강도), 난시청 지역 현황,
토지 계획 정보, 통신기기 도입 계획
및 기술적용 예측 정보, 제조사별
이동통신 추진계획

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6G, 7G 도입
최적 송수신기기 설치지역 검토

통일촌 지역
구획을
위한 분석

토지 개발 정보, 부동산 거래정보,
이주민 특별 공급 물량 계획정보,
통일부 이주시설 추진 계획 정보,
상하수도 설치계획 정보, 지역별
이주민 정착 수요조사, 기존 지역
시설 지원 계획,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계획안

통일 대비 이주민 특별 지역 구역
지정 및 인프라 구축 검토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분석

연령별 인구현황, 소비지출 현황,
임금현황, 복지예산, 사회복지 정보
교육 시설 현황, 주택 현황

저 출산률 고령화 사회를 대비를 위한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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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행정업무 경제성·효율성 개선 활용 예시
분석명

공동활용데이터(예시)

활용(안)

대중교통 노선
최적화 등 교통
분야 분석

대중교통노선 정보, 승하차 정보,
교통카드 정보, 유동인구,
민원요청 정보,

대중교통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구축 및 대중교통망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절감

CCTV
우선설치지역
분석(교통약자,
아동 및
노인복지)

CCTV 설치현황, 거주인구 정보,
상가업소 정보, 교통사고 내역,
교통안전, 어린인 놀이 시설 등 각종
시설물 정보

사회 인프라(CCTV, 교통, 시설물)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공공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집행 및 예산
절감

노후 상수도
분석 등
노후시설 분석

상수도 관로GIS, 상수도 사용량,
누수통계

노후화된 공공시설 보수 및 교체 주기
최적화 분석을 통한 행정 서비스 제고

거시적 차원의
국가발전 지표
관련 분석

인구사회 현상(범죄정보, 자살률정보,
실업률, 학력수준)
경제 사회 현황(국내외 경제 성장률,
산업별 성장률)
경제 환경 현황(환경오염, 폐기물,
혐오시설)

국가 거시적 차원의 발전 전략에
활용될 사회, 경제, 환경 등 국가적
역량을 측정

농축산물 유통
채널 간소화
분석

농산물 이동현황, 농축수산물
재배현황, 농축수산물 소비현황,
농축수산물 가격 현황

신선식품 직거래 및 유통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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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liminary Study on Data Science
Hyeran Kim, Gengmin Lim
With the effe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ully upon us, there is a
growing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data science which creates information
by linking big data with ICT technologi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learning
algorithms addressing such things as an explosive increase of data, improved
computing abilities and deep learning.
This study identified various factors and issues in data science that need to
be reviewed for its introduction through basic academic concepts like the
definition of data science and its relations with relevant disciplines, research
areas, and domestic and overseas trends, and suggested mid- and long-term
research directions by exploring the applicability of national statistics based on
domestic and overseas examples.
With regards to cases of national statistics used in Korea and overseas, they
include the active production of national statistics,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a statistical infrastructure; in addition, national
statistics are applied across a wide and varied range of tasks in the
administrative service sector. However, although there is active establishment and
support underway for a statistical infrastructure or an automated system that
responds to civic complaints in a form of chatbots in South Korea, there is
insufficient production of national statistics.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s
endeavoring to change the fundamentals of the national statistics system by
creating statistics based not only on surveys but also on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big data.
The following are mid- and long-term research themes to apply data science
methods such as the use of scientific technologies like AI and machine learning
to national statistics and expansion of tailored services, for the production of
national statistics based on data science: first, research on the improvement and
efficiency of AI-based national statistics production such as automatic coding of
statistics classification and system establishment, data refinement and
non-response data processing, and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data editing
rules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tatistics production; second, research on
systematic methods for national statistics management, using multi-source data,
such as a national statistics approval system, diagnosis of national statistics
quality, and improvement of a statistics-based policy evalua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tatistics management; and third, research on the
utilization and expansion of support for national statistics based on data science,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database and connected systems, measures to
reinforce the capacities of data sci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strengthened
information provision and collaboration networks from the perspective of data
services.

Key word : data science, AI,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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