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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데이터 혁명시대에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통계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편
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통계는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통
계청은 빅데이터의 활용,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연계 등과 같은 통계생산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응답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보다 정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청의 싱크탱크로서 전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통계개발원은 국
내의 유일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 입니다. 통계개발원은 2006년에 창립한 이래
기존의 조사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각종 기법과 관련된 통계방법론
적 연구는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현상에 대
한 심층 분석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현상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구집단 및 인구동향에 관한 분석연구 및 인구
동태 관련 방법론 연구를 밀도 깊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결
과를 중심으로 통계개발원은 「2021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 연구보고서」는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 개선방안 연구, 통계주제
별 통계지리정보 격자 서비스의 공표기준 산정 연구 등 「국가통계 방법론」 연구, 감
염병 위기 대응 경제⋅사회 측정지표 구축: 코로나19를 중심으로 등 「정책통계」 관

련 연구, 데이터경제 측정기반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기초연구, 통계 및 행정자료
를 이용한 고용효과 분석방안 등 「경제통계」 관련 연구, SDGs 이주지표 모니터링을
위한 국내 데이터 가용성 연구 등 「SDGs 지표」 관련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은 본 연구보고서가 데이터 이용자의 통계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
고 국가통계 생산자의 통계개발 및 개선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
니다. 앞으로도 통계개발원이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용적
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연구진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및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22년 4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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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 과학(빅데이터, AI) 기술 혁신 및 시의성 있는 통계수요 증가로 새로운
방식의 자료수집 및 통계작성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실험적 통계개발 활성화로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과학 활용통계를 국가통계 제도에 포괄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2021년
부터 실험통계 도입 등 단계적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며, 해외에서도 각국
의 통계관리체계 특성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과학 기술을 국가통
계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통계생산을 공식화하기 위해 국
내 및 해외의 관리제도 및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도입 쟁점사항을 분석하여, 국
가통계에 적용하기 위한 승인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대상통계를 발굴하고, 실험통계 지침에 따라 모의
승인 심사하여 데이터과학 기술을 국가통계에 적용하기 위한 승인프로세스 개선
안을 마련하고 통계품질 검증기준을 검토하여 데이터과학 기술 표준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만 아직 AI 알고리즘의 품질측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단기적으로 기 존재하는 AI 신뢰성 검증도구의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AI 기술 활용 통계생산에 특화된 품질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통계분류표준, 통계작성표준, 통계방법(기술)표준 업무를 수행하는 ‘통
계기준 표준기관’을 설립하여, 통계기준의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과학 기술의 체
계적 검증·평가・활용방법을 검토하고, 국가통계 관리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통
계생산・품질관리 등 관리체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통계승인관리기관, 통계기
준표준기관과 통계작성기관 간 데이터과학 기술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
요가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제도 도입의 성과를 상승시키고 국가통계 혁신의
시기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다.
주요 용어: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국가통계, 실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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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및 통계조사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자료수집
및 통계작성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 디지털 전환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 자동 양산 및 대용량 자료 축적이 가능하고,
다분야에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공공과 민간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 행정통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작성이 시도되고
있다.

◦ 자료수집 비용 및 응답부담 증가, 시의성 있는 통계 수요 증가 등 조사환경이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시의성 높은 통계・데이터 생산이 촉진되고 있다.

□ 또한, 실험적이거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한 통계개발 활성화로 작성 이후 신뢰성
검증을 위해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 통계청은 국가통계

1)

전반에 대한 승인2)조정・품질관리 등의 정책기능을 수행하

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입수한 행정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상이한 기준을
표준화하며, 유사・중복 등 국가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 그러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가 유사・중복 등의 사유로 미승인되고, 공공기
관 보유 데이터 중 승인통계로 활용되는 것은 미미하다.3)

◦ 그래서, 데이터과학 기술을 활용한 통계는 기존 통계 생산방법과 일치하지 않으
1) 국가통계승인현황 : 430기관, 1,260종(‘21. 11월 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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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3) ‘공공기관 보유데이터 및 공표 현황 파악 용역(2017)’ 결과 457개 기관 보유데이터 3.946종 중 567종
(14.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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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현재의 국가통계 생산관리 체계를 적용하여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는 물론, 법률의 제・개정과 민간 연구 등에 데이
터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

◦ 이에,

국가통계에 데이터과학 기법을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과학 활용통계의

특징 및 도입 쟁점사항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 연구로 신뢰성을 확보
하고자 한다.

□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데이터과학 기술을 통계생산에 적용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학적 통계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데이터과학 활용통계의 국가통계 승인 주요 심사내용, 심사기준 등 승인매
뉴얼 및 통계작성 자료원・작성방법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여 데이터과학 방법을
국가통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 또한 변화하는 통계작성 환경에 부응하는 통계생산 거버넌스 구축 지원 및 국가
통계 관리범위・관리방식 개편 등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국가
통계 관리체계를 재설계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과학 통계생산을 공
식화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국가통
계에 적용하기 위한 승인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향후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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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개념 및 특징

1. 국가통계와 데이터과학 활용통계의 개념
1.1 국가통계 개념 및 역할

□ 데이터과학 활용통계를 국가통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통계의 개념이나
역할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통계법에서는 통계와 통계자료, 행정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표 2-1> 통계자료와 행정자료의 정의
구분

정의

통계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
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
적 정보

통계자료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행정자료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
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 자료

□ 국가통계 개념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국가통계란 통계법의 ‘통계’의 정의에 비
추어 볼 때 통계작성 기관이 생산하는 통계로 유추(통계법 제3조(정의))”, “국가통
계는 사회통합 기능과 정책수립・평가기능을 갖추고 있어 국가에 매우 중요한 가
치를 가지는 공공재(국가통계의 이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 또한, 해외 각국에서는 “국가통계란 공적 영역에서의 통계, 즉 공공재(public goods)
의 성격을 가진 통계를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 지정
통계, 승인통계 등 다양한 용어로 명명” 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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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해외 각국의 국가통계 사용용어
구분

국가명

국가통계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대만

연방통계

독일, 스위스, 미국

공식통계

폴란드, 일본

국가통계, 공식통계

영국, 벨기에, 터키, 아일랜드

통계

호주, 프랑스, 캐나다

비고

일본(공식-기간, 일반)

통계생산 집중도 높은 나라

출처 : 임준규 외(2015), “국가통계 승인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히, 국가통계의 역할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정책 평가도구, 경제사회현황
기록수단, 학문연구의 다양한 분석에 사용되어 ‘진리 발견수단’, 우리사회의 ‘공
통 언어’, 통계인프라의 ‘행정인프라’ 역할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1.2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조작적 정의

□ 데이터 과학(data science) 이란, 정형, 비정형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5)

지식과 인사이트를 추출하는데 과학적 방법론, 프로세스, 알고리즘, 시스템을 동
원하는 융합분야이다(위키피디아).

◦ 빅데이터 의 개념은 시대 및 산업에 따라 다소 간 차이를 두고 정의되나 일반적
6)

으로 규모(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의 세 가지 특성을 포괄하여
정의된다.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
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 머신러닝7)은 인공지능

4) 출처 : 임준규 외 1(2015), “국가통계 승인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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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빅데이터는 자료의 원천에 따라 행정・거래・추적장치・센서・온라인활동・의견 자료로, 데이터 유
형에 따라서는 정형・반정형・비정형 자료로 구분
7)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의 한 부분으로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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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중의 하나이며, 딥러닝은 머신러닝에 들어가는 알고리
즘의 하나이다.

▪ 지도학습(=감독학습, 관리학습): 입력 데
이터들을 통해 입력 변수들의 정보를 받
아서 정해진 반응변수(출력변수)에 대한
예측 값을 얻는 것
▪ 비지도학습(=자율학습): 입력 데이터만
있고 미리 정해진 출력변수가 없음. 데이
터 안에 숨어있는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
고 싶을 때 사용
▪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전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
단을 내리거나 행동을 했을 때 결과치를
통해 학습해야 할 경우. 스스로 행동하
며 시행착오(trial-error)를 통해 학습하는
방식

출처: 장영재(2020), “디지털혁신과 빅데이터” 발
표자료

<그림 2-1> 인공지능 관계도

□ 따라서 ‘데이터과학 활용통계’는 빅데이터(자료원)를 활용하거나 인공지능기술(작
성기법)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통계라 할 수 있다.

1.3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포괄범위

□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포괄범위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
공빅데이터(Big Data in the Public Sector)’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빅데이터8)’를 의
미하며,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온라인 거래 정보, 위치 정보, 이미지 정보 등
‘빅데이터’를 수집, 취득, 사용하여 작성한 통계를 포함한다.

◦ 행정업무 전산화 등으로 빅데이터의 속성을 지니는 행정데이터가 증가 추세(의
료비 지출 정보, 건강보험 관련 정보 등)에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하는 통계를 포함한다.

◦ 또한, 통계작성에 사용되는 데이터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생성 주체(기계, 사
람), 데이터 유형(정형, 반정형, 비정형), 생산 기관의 성격(공공, 민간)을 불문하
고 다양한 유형의 빅데이터를 데이터과학 활용통계에 모두 포괄한다.
8)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등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빅데이터’ 용어는 특정 기관
이 보유한 다양한 유형의 행정데이터를 통합한 형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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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빅데이터와 통계 영역
데이터
원천*

소셜
네트워크

전통
비즈니스
시스템

사물
인터넷

데이터 종류

통계 영역

추가 통계 영역**

국민계정
대외부문통계
재무통계
가격통계
국가재정통계
(공공부채통계)

투자심리지수(투자자, 소비자)
사회통계/노동통계
이주통계/관광통계
인구통계/가구소비통계
지속가능성장목표지표
조기경보지표/운송통계/도시통계

공공데이터
관리데이터

국가재정통계
국민계정
가격통계
대외부문통계

지속가능성장목표지표

민간데이터
2210. 사업거래
2220. 은행/주식 기록
2230. 전자상거래
2240. 신용카드, 비즈니스 웹사이트/스캐너 데
이터

국민계정
가격통계
대외부문통계
재정통계

사회통계
사업등록부
고용통계
가구소비통계
운송통계
지속가능성장목표지표

국민계정
위성계정
외부부문통계
국가재정통계
가격통계

교통통계
에너지통계
토지이용통계
농업통계
환경통계
교통과 오염 통계
공기배출통계
지속가능성장목표지표

1100.
1200.
1600.
1700.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등
블로그 및 댓글
구글 등 검색엔진에서의 인터넷 검색
모바일 데이터 콘턴츠: 문자메세지, 통화
세부기록, 데이터세부기록, 위치정보업데
이트, 전파커버리지업데이트, 온라인뉴스

센서 데이터
311. 고정형 센서
3111. 홈 오토메이션
3112. 기상/오염 센서
3113. 교통 센서/웹캠
3114. 과학 센서
3115. 보안 동영상/사전
312. 모바일 센서(트래킹)
3121. 휴대폰 위치추적
3122. 자동차
3123. 위성 사전

출처 : IMF(2017)/ * UN 빅데이터 분류 기준/ ** 유럽통계위원회 기준

2. 국가통계와 데이터과학 활용통계의 관계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 작성 시 수집・취득 또는 사용하는 통계자료나 공공기관이
작성・보관하는 행정자료에는 빅데이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데이터과
학 활용통계’의 승인을 위한 법적 근거는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 다만, 빅데이터와 기존의 정형데이터인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빅데이터는 기존 정형데이터에 비해 모집단 대표성이 약하고, 주로 기계학
습을 분석기법으로 사용하여 공식 통계로의 활용에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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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빅데이터, 행정자료 및 공식통계 특징비교
빅데이터
(행정자료 제외)

행정자료

특정 비즈니스 목적

행정관리 목적

통계생산 용도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
(모델링/최적화)

행정관리 지원

모집단 추론
정책 효율성 지원

약함

강함(대상 집단)

강함

통계생산 용도는 추가적
인 보완조치 필요

좌동

추가 가능

주 분석기법

데이터마이닝
기계학습 최적화

빈도분석(빅데이터
기법 일부 활용)

확률 기반 표본이론

수집비용
(자료단위 기준)

일반적으로 낮음

중간

높음

실시간

거의 실시간

주기적

특성
생산 이유
분석・처리 목적
모집단 대표성
정보추가

수집 간격

공식통계

출처 : 이지영(2015), “빅데이터의 국가통계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 국가통계 내에서 ‘데이터과학 활용통계’는 통계의 종류

9)

관점에서 주로 보고통계

와 가공통계10)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조사통계 :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
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한 경우
▪ 행정통계 : 행정사무(보고, 실적수집,
행정조사 등)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
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가공통계 : 1종 이상의 기존 통계 및
자료를 통계적 기법 및 이론 등을 활
용하여 추가적 가공을 통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림 2-2> 통계자료, 행정자료, 빅데이터
관계도11)

9) 통계법(제25조)에서는 ‘통계작성의 방법’을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에서는
이를 조사, 보고, 가공통계로 구분
10) 가공통계란 대체적으로 기존통계 또는 일차통계에 ‘어떠한 연산’을 추가한 통계로 정의되며 ① 통
계청 용어사전: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한 종류 이상의 투입자료(1차 통계와 외부자료)를 분류, 집
계, 편집, 추계 등의 방법으로 통계를 내는 것 ② 통계청 행정편람: 조사통계나 보고통계에 어떠한
연산을 추가해서 작성한 통계로서, 해석적 특성이 있는 통계. 집단 특성치의 평균이나 분산, 지수,
상관계수 등이 있고 국민소득통계와 같은 추계에 의한 통계도 있음 ③ 표준국어대사전: 일차 통계
에 어떠한 연산을 하여 얻어진 통계. 일차통계에 비하여 해석적 특징을 지님 ④ UN, OECD: 기초자
료에 어떠한 산술적 처리를 하여 얻어진 통계를 말한다.
11) 출처 : 통계청(2019),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승인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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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과학 활용통계의 기술적 특징
3.1 데이터과학 기술의 특징

□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IT분야(해킹스킬), 분석적 영역(수학과 통계
학, 지식), 비즈니스 컨설팅 영역(내용적 전문성)을 융합한 기술이다.

◦ 이러한 영역별 요소에 기반하여 많은 데이터에서 정보를 찾고, 복잡한 대용량 데
이터를 구조화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 조직화된 결과를 얻는다.

▪ IT분야 : 시그널 프로세싱, 프로그래
밍, 데이터엔지니어링, 데이터웨어하
우징, 고성능컴퓨팅 등
▪ 분석적 영역 : 수학, 확률모델, 기계학
습, 통계학, 패턴인식,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베이스, 시각화 등
▪ 비즈니스 컨설팅 영역 : 커뮤니케이
션, 프레젠테이션, 스토리텔링, 시각
화 등

<그림 2-3> 데이터과학 벤다이어그램
(드루 콘웨이)

□ 데이터 과학의 업무 프로세스는 ① 문제 이해하기 ② 데이터 샘플 준비하기 ③
모델 개발하기
④ 모델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 모델 적용하
기 ⑤ 현장에 배치하기이다.
◦ 모델링 단계는 ⓐ업무 문제 분석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데이터 구
하기 ⓒ적절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 선택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여기에 적당한
데이터 준비 ⓔ데이터를 학습용과 시험용으로 분할 ⓕ학습용 데이터셋을 사용하
여 일반화 모델 구축 ⓖ시험용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모델 검증이다.
◦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보면 데이터 과학 전체 프로세스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12)

소요되는 부분은 모델 구축이 아니라 데이터 준비13)이며, 다음으로 데이터와 업
무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
12) ③은 표본 데이터셋으로부터 대표적인 모델을 구축하는데 예측(예측모델링, predictive modeling)이나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패턴의 설명(기술적 또는 설명 모델링)에 사용됨
13) 분석 작업의 80%가 데이터 정제 및 준비에 투입되고 20%만이 모델링에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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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과학의 업무기술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2-5> 데이터과학 업무 기술과 사례
업무

설명

알고리즘

사례

분류

데이터 포인트가 미리 정의된
클래스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 예측함. 예측은 학습용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함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베이지
안 모델, 유도 규칙, k-최근접
이웃

유권자들을 정당에 따라서
알려진 버킷으로 할당, 새
고객을 정의된(이미 알려
진) 고객 그룹 중 하나의
그룹으로 할당

회귀
분석

수치형 타겟변수를 예측함.
예측은 학습용 데이터셋을 기
반으로 함

선형회귀, 로지스틱 회귀

내년도 실업률 예측, 보험
료 추정

이상
탐지

특정 데이터 포인트가 데이터
셋의 다른 데이터 포인트와
비교하여 특이값인지 예측함

거리기반, 밀도기반, 지역특이
값요소(Local Outlier Factor,
LOF)

신용카드의 사기거래 탐지,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계열
분석

과거의 값에 기반하여 미래의
타겟변수 값을 예측함

지수평활, 자기회귀누적이동
평균(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회
귀분석

매출액 예측, 생산 예측,
추정할 필요가 있는 성장
현상

군집화

데이터셋 내의 속성들을 기준
으로 하여 데이터셋의 데이터
포인트를 군집으로 구별함

k-평균, 밀도기반 군집화(예: 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 DBSCAN)

거래, 웹 및 고객 통화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객
세분화

연관성
분석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목
집합 내의 관계를 식별함

빈발패턴성장
알고리즘
(FP-Growth), 선험적(apriori) 알
고리즘

소매업에서 구매 이력데이
터를 기반으로 한 교차판
매 기회 발견

출처: Vijay Kotu 외(2015), “Predictive analytics and datamining : concepts and practice with RapidMiner”

3.2 빅데이터 기술의 특징

□ 빅데이터는 대규모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로 대용량(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14)을 데이터의 속성으로 가진다.

◦ 빅데이터와 국가통계를 비교해 보면 빅데이터가 시의성이 매우 높으며, 생산비
용이나 응답 부담이 낮은 장점이 있다.

14) 다양성 : 여러 가지 데이터 값의 유형(수치형, 범주형), 데이터의 형식(오디오 파일, 비디오 파일),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위치 좌표, 그래프 데이터)과 관련되며 데이터 수집방법이 다름(SN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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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빅데이터와 국가통계의 특징 비교
구분

빅데이터

국가승인통계

관련성(relevance)

분야별 상이

높음

정확성(accuracy)

분야별 상이

높음

시의성(timeliness)

매우 높음

다소 낮음

생산 비용(cost)

비교적 낮음

높음

응답부담(burden)

낮음

높음

출처 : 정용찬(2015), “빅데이터 혁명과 국가통계 활용 전략”

◦ 또한, 빅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저장・관리, 데이터 처리・분석, 정보 시
각화, 데이터 배포・유통, 보완 및 노출 조절기법 조절의 단계를 거쳐 생성・활
용되는데,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기술이 다양하다.

◦ 다만, 빅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크롤링, 센서 집계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기 때문
에 모집단 대표성이 약하며, 분석기법 또한 데이터마이닝, 기계학습, 최적화 등
전통적인 통계생산 방식과는 그 특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통계생산 용도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
<표 2-7> 전통적 통계생산 방식과 빅데이터 기술 비교
구 분
데이터
수집

전통적 통계생산 방식
∙ 수작업을 통한 데이터 수집
(설문 기법 활용)
∙ 수작업을 통한 데이터 기입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활용
데이터
∙ 단일 서버 활용
저장·관리
∙ 종이 정보

빅데이터 기술
∙ 데이터 크롤링
∙ 각종 센서 집계(모바일 기지국, 교통∙결제 집계,
비콘, 와이파이 기기 등)
∙
∙
∙
∙

분산저장
병렬식 서버 구조 활용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데이터 관리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활용

∙
∙
데이터 ∙ 단일 컴퓨터 자원 활용
∙
처리·분석 ∙ 전통적인 통계분석 방식 사용 ∙

분산처리를 통한 복수의 컴퓨터 자원 활용
그리드컴퓨터 기술 활용
고급 분석기술 적극 활용
데이터를 통한 예측/최적화/기계학습 등 다양한
범위에 적용
∙ 대용량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패키지(R, SAS 등) 활용

정보
시각화

∙ 시계열 그래프
∙ 도수분포표

∙ 복잡계 인포그래픽
∙ 시각화 툴 활용
∙ 오픈 API
∙ 데이터에 대한 가공 권한 제공을 통한 생태계 구축
∙ 웹사이트를 통한 배포

데이터 ∙ 문서
배포·유통 ∙ 전자보고서
∙ 관리적
보안 및
∙ 물리적
노출
∙ 논리적
조절기법
∙ 환경적

통계(정책,
통계(장소,
통제(암호,
통계(재해,

표준)
장치)
접근제어)
정전)

∙
∙
∙
∙
∙

익명화/암호화된 데이터 처리기술
빅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마스킹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모니터링
보안정보와 이벤트 관리

출처 : 이지영(2015), “빅데이터의 국가통계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 개선방안 연구

11

3.3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

□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 이해능력 등을 컴퓨
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이다.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데이터 준비, 정제(cleansing), 정화(scrubbing), 표준화
(standardizing)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컴퓨터 스스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알고리
즘 기반으로 학습한 뒤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로 맞춤형 상품 마케팅,
검색어 자동 완성, 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 딥러닝(Deep Learning)은 사람의 뇌가 사물을 구분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사물을
인식하고 분류하도록 훈련시키는 기술로 음성인식과 이미지 인식의 정밀도 향상
을 바탕으로 목소리 인증, 얼굴 인식,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 활용 중이다.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
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데이터 및 수집방법 변천에 따라 기존 조사방법과 인공지능, 패턴인식 등 기계학
습 방법을 비교해 보았다.
<표 2-8> 모수적 모형과 알고리즘 접근방법 비교
접근
방법

모수적 모형 접근방법

알고리즘 접근방법

특징

단순 선형 회귀분석 Y=a+bx와 같이 모수
a와 b를 과거 데이터로부터 적합(fitting)하
는 방법임. 즉, 모형 식을 세우고 식 내의
모수를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소자승법이나
최대우도추정법 등으로 구하는 방식임

알고리즘에 의해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산된
결과로 분석하는 방식임. 정해진 방식, 즉
알고리즘에 의해 데이터로 학습(training
혹은 learning)한다는 표현을 함

장점

결과에 대한 해석이 대체로 용이하며, 결
과가 복잡하지 않음

데이터 복잡성이 높아도 적용이 가능함

단점

가정이나 설정한 식에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
의 경우, 정확도 등의 성능이 낮을 수 있
음

알고리즘의 속성이나 방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모르고 남용하는 경우, 과도적합
(over-fitting) 등의 우를 범할 수 있으며,
기계만 인지할 수 있는 결과로 인해 결과
해석이 어려운 방법이 많음

해당
방법

선형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모형 등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배깅(bagging), 랜덤
포리스트(random forest), 딥러닝(deep learning) 등

출처 : 최대우 외(2017), “데이터 과학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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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모수적 접근방법에 비해 알고리즘 접근방법은 데이터가 복잡해도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기계만 인지할 수 있는 결과로 인해 결과 해석이 어렵다
는 단점도 있다.

□ 또한 AI 프로젝트를 수립할 때 검토사항이 무수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

에 AI 적용을 위한 프레임웍15)’을 살펴보았다. AI 프로젝트 세부단계를 통한 인
공지능의 특징 및 방법을 검토하였다.

◦ 특정 AI 과제에 대한 문제정의 및 목표 설정,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필요한 기술
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AI 통계 추진방법을 검토하였다.
<표 2-9> AI 프로젝트 세부 검토사항
구분

세부 검토 내용

문제 정의
및 목표설정

∙ 우선순위가 높은 세부 과제에 대한 문제 정의와 AI로 해결할 때 최적의 목표를 정
의하고 설정

AI 서비스
기술 선정

∙ 비즈니스 문제해결에 적합한 AI 서비스 기술(자연어, 이미지, 동영상 처리 가상비서,
대화형, 예측 분석, 프로세스 자동화, 임베디드 AI)을 선정

AI 구축 및
운영 환경
결정

∙ Buy(Outsourcing, MaaS/PaaS 등) 혹은 자체 구축할 것인가? 방법 및 범위 결정
- 기업이 AI 기술스택 전체를 자체구축(On-premise) 혹은 아웃소싱 여부
- 자체 구축의 경우 자사 기술력으로 구축 vs. SI기업에 아웃소싱 여부
- 외부 아웃소싱의 경우, 기술스택에서 어느 범위(IaaS, PaaS, MaaS)까지 클라
우드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
∙ 자체기술로 구축할 경우에 기술스택별로 어떤 오픈소스 SW를 활용할 것인가 ?

기
획

데이터 준비

∙ 데이터 소스가 텍스트, 비데오, 음성, 이미지 등 어느 유형인가?
∙ 데이터 소스 준비를 자체 시스템 구축 혹은 외부에서 구매할 것인가?
- 자체 데이터 소스 구축 시, streaming 혹은 batch 여부, 빈도(low, high) 여부 등
∙ 데이터 유형이 구조적 혹은 비구조적인가?
∙ 데이터 저장소(DB) 구축에 어떤 DBMS 혹은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가 ?
∙ 피쳐 추출(feature engineering)과 라벨링(labeling) 작업의 필요 유무 등

모델개발 및
배포

∙ 모델 개발에 어떤 알고리즘(CNN, RBM, Auto encoder 등)을 사용할 것인가?
∙ 파라메타 튜닝 방법은?
∙ 개발된 모델을 어디(standalone, 서버, 엣지 등)에 배포할 것인가?

기타 AI팀 구성
및 교육

∙ 상기 검토 항목의 결정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이 달라짐
∙ 비즈니스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 엔지니어 확보 방법 등
∙ AI 개발자, 사용자 등 교육 대상 및 필요한 교육내용과 방법 등 검토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20), “AI기술동향과 오픈소스”

□ 이 장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기술의 특징을 검토하여 데이터과학
활용통계의 특징, 포괄범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5) 가트너가 제시한 ‘기업에 AI 적용을 위한 프레임웍(A framework for applying AI in the Enterp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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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제도 및 적용사례

1.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국내 제도 및 사례
1.1 국내 국가통계 승인제도

□ 국내 국가통계 승인제도는 정부, 한국은행 등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국가통계를
작성, 변경, 중지할 경우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는 유사・중복 통계 작성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 인력
과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함이다.
<표 3-1> 기관구분별 국가승인통계 현황
구분

작성기관수

계

작성통계수

종류별
지정

작성방법별

일반

조사

보고

가공

430

1260

92

1168

555

478

227

308

1055

75

980

439

416

200

48

428

58

370

223

152

53

1

66

37

29

39

2

25

이외기관

47

362

21

341

184

150

28

- 지방자치단체

260

627

17

610

216

264

147

122

205

17

188

116

62

27

- 금융기관

7

21

10

11

8

5

8

- 공사/공단

37

61

0

61

26

33

2

- 연구기관

30

49

2

47

36

5

8

- 협회/조합

25

33

3

30

26

5

2

- 기타기관

23

41

2

39

20

14

7

정부기관
- 중앙행정기관
통계청

지정기관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승인현황(,21. 11월 기준)

□ 현 국가통계 관리체계 문제점을 검토해보면, 미승인통계는 공표가 원칙적으로 금
지되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험적 통계는 이용자 의견 청취 및 평가를 통한
공개적인 환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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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보유데이터 및 공표 현황 파악 용역(’17)’ 결과 지자체를 제외한 457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3,946종 중 승인통계로 활용되는 것은 567종(14.4%)에 불
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또한, 통계관리대상 기관의 범위를 통계작성기관으로 한정하여 승인통계가 없는
부처 및 공공기관은 관리범위에서 제외16)되고 있으며, 작성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통계가 통계법 규율 대상이 되어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 단체에 과도한 부
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통계청에서는 2021년부터 단계적 관리체계 개편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기적
으로는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중기적으로 통계관리체계 차
등화 및 작성기관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다.

◦ 단기적으로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서 빅데이터 활용통계를
시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실험통계17) 제도를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기존의 통계를 보완하는 상세한 통계 작성 여부나 새로운 데이터나 방법론 적용, 자
료의 커버리지 정보 제공 등을 고려한 실험통계 요건을 갖추면 승인하고 실험통계의
의미 등 이용자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중기적으로는 통계 관리체계 차등화 및 작성기관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다.
◦ 기존 국가승인통계, 지정통계로 구분되어 있었던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국가승인
통계, 지정통계, 공공통계, 실험통계로 구분하여, 주요 통계는 승인 관리하고, 공
공통계는 신고하여 자체 관리하는 등 차등화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표 3-2> 국가통계별 차등 관리(안)
구분

내용

국가승인통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통계는 승인하여 관리

지정통계

승인통계 중 국가 중요 통계는 지정통계로 지정

공공통계

작성기관이 생산하는 공공부문 통계는 신고하여 자체관리

실험통계

단기에는 승인하여 관리, 개편 후에는 실험통계로 신고, 품질제고 후 요건을 갖
추면 공공통계/승인통계에 포함

16) 전체 중앙부처(51개)의 25.5%(13개), 전체 공공기관(362개)의 78.5%(284개)
17) 실험통계란 빅데이터 활용 등 기존통계와 다른 데이터나 방법론을 적용하여 작성한 통계로 작성
이후 품질 제고를 위한 관찰기간이 필요한 통계로 정형데이터(거래, 추적, 센서자료)와 비정형데이
터(온라인 활동자료 및 의견자료) 활용 가능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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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관리체계 개편 전후 통계별 비교

◦ 또한, 실질적으로 행정기능을 수행하면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국
회사무처 등을 포함하여 특수법인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당연지정)하여 입법・
사법부, 공공기관 등 작성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 제도정비 측면에서 통계 정의조항 개정 및

관리범위에 따라 승인, 신고 제도로

세분화하고, 입법・사법부 등 헌법기관, 공공기관을 통계작성기관으로 포함하며,
현행법과 동일한 원칙하에 공표하고, 신고제 도입에 따른 공공・실험통계의 무단
공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려고 한다.

◦ 승인・지정통계는 자체・수시・정기품질진단, 공공・실험통계는 자체・수시진단
대상으로 컨설팅 및 품질모니터링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표 3-3> 통계 종류별 권리와 의무, 품질관리(안)
구분

권리

의무

품질
관리

주요내용

지정통계

승인통계

공공통계

실험통계

∙ 통계 품질 개선 지원(통계 대행, 컨설팅 등)
∙ 행정자료 제공 요청
∙ 모집단 식별자료 활용
∙ 국가통계 전환 가능
∙ 국가승인통계/지정통계 마크 사용
∙ 응답 의무 부과
∙ 통계 작성 전 승인
∙ 통계 공표 전 신고
∙ 예산 사전심사(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 공공통계 작성지침 준수(의무) 및 주기적 재평가
∙ 승인사항 변경 시 사전승인
∙ 공공통계 작성지침 준수(권고)
∙ 신고사항 변경 이력관리 등록
∙ 정기통계품질진단
∙ 자체통계품질진단
∙ 수시통계품질진단
∙ 컨설팅 및 품질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지정통계 ★(Gold star), 승인통계 ★(Silver star), 공공통계 ★(Bronze star) 마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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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으로는 ‘실험통계’와 관련하여 ①통계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시험적으로
작성’의 범위 구체화, ②공표 시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 조항 신설, ③통
계청의 가이드라인 작성 배포 조항을 신설하고, 통계승인업무처리지침(예규)를 개
정하여 실험통계제도 도입(‘21. 9월)을 추진 중이다.
<표 3-4> 통계승인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요 개정내용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범위
명확화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의 범위를 본 조사 전후 시험적으로 작성
하는 경우와,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실험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로 범위를 명확화

대외 공표 시, 통계
이용상의 유의점
등을 제공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통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작성 개요, 작
성의 목적, 작성의 유용성, 이용자 의견수렴 방법, 향후 국가통계로의 전환
계획 등을 제공토록 함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실험적 통계의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마련
하여 통계작성기관에 배포하도록 함

<표 3-5> 실험적 통계의 작성 요령
구분

내 용

개념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실험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로, 작성 이후 신뢰성 및 타당성의 확인・점검이 필요한 통계

활용가능
데이터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정형데이터(거래, 추적, 센서자료) 및 비정형데이터(온라인
활동자료, 의견자료) 등을 실험적 통계 작성에 활용 가능

절차

작성기간

①통계작성기관이 공문으로 확인요청 및 정책관리시스템에 자료 제출
→ ②실험적 통계에 관한 핵심사항을 검토18)하여 확인
→ ③실험적 통계 번호19) 및 작성기한을 명시하여 공문 확인 알림20)
→ ④이용자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공표
공문 시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재확인 받지 않으면 미승인통계로 관리

공표

국가통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작성 개요, 작성의 목적, 작성・이용의 필요성, 이용자
의견수렴 방법, 향후 국가통계로의 전환 계획 등 통계 이용상의 유의점을 충분하게
제공

모니터링 및
컨설팅

작성의 적합성 등 판단을 위한 품질 모니터링 및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시

작성완료

핵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작성의 적합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거나, 승인완료
등으로 작성목적이 달성된 경우

18) 실험적 통계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참조, 핵심사항 모두 충족 시 확인
19) 00호 (확인 순서대로 연번 부여)
20) 실험통계 제1호 ‘통신 모바일 인구이동량 통계’ 작성 확인(‘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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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사례

□ 국내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데이터과학 기술을 활용한 통계
생산 시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자체의 특성상 승인통계로 포함된 것은
일자리행정통계(행정통계과), 교통접근성지표(교통연구원), 북한벼재배면적조사(농
어업통계과) 등 일부에 불과하다.
<표 3-6> 통계작성기관의 빅데이터 활용통계 적용사례
사례

활용 통계

승인 여부

일자리행정통계
(2012년~ )
통계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소득지급
임금근로일자리
명세서,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 법인세, 법인등
행정통계로 승인(2012)
기자료, 일용근로소득신고자료, 사업장현황자료 등(각
일자리행정통계로 명칭
부처 행정자료)
변경(2016)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부산
서비스인구통계
(2014년)
부산시

주민등록 인구통계 정보(부산시)
모바일 위치 정보(SK텔레콤)
통신사 점유율 통계(미래창조과학부)
모바일 보유 비율 통계(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통접근성 지표
(2017년)
한국교통연구원

도로망 기반정보, 실시간 속도정보(한국교통연구원)
집계구 정보, 건물 공간정보, 서비스시설 정보, 대중교
통 기반정보, 배차시각표(원출처 제공자료 웹 수집)
원안 승인
승용차 정보(SKTMap)
대중교통 정보(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지자체)

빅데이터 활용 통계로
최초 승인
모집단 누락 등의 신뢰도
문제로 1회 한정 승인

□ 한편 ‘뉴스테이터 분석을 통한 속보성 소비자전망지수 개발(한국은행)’ 등 다양한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2> 빅데이터 원천과 활용사례21)
21) 통계청(2020. 11.), “빅데이터통계 중장기 발전 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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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수요자의 시의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모바일 유동인
구 지도, 온라인가격 정보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 3-7> 빅데이터통계 작성 및 서비스 현황
서비스명

제공내용

주기

뉴스기반 통계검색

네이버 뉴스를 활용해 경제 분야에 특화된 키워드 분석결과를 시각
화하고 통계서비스시스템과 연계하여 통계(주제도 등) 자동 검색

주

모바일 유동인구 지도

전국 시군구별로 인구 유입과 유출 등 인구이동 정보를 지도상
에서 시각화

월

생활경제지표

개인자금사정, 건강보험체납, 국민연금체납, LH임대료체납, 개
인 카드사용 및 연체, 자영업자 자금사정 지표를 서비스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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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지도로 본 빅데이터

생활안전사고와 개인카드사용현황을 시각화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포털에서도 같이 서비스

월

국내외 동향

분석결과, 활용사례, 해외동향 등

온라인 가격 정보

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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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도 민원해결, 행정처리, 물류 등 여러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사용·연계하거나 AI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3-8> 국내 데이터과학 기술 활용 사례
구분

공공
분야

민간
분야

명칭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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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세종시, 은평구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인공지능 영상인식

피의자
여죄수사

경찰청

검거한 피의자에 대하여 과거 수사기록을 활용한 여죄 확인

긴급차량
운행경로

대전시

구급차 등 출동 어려운 취약지역 분석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
한 최적경로 산출 등

제조공정

포스코

스마트 인더스트리 플랫폼 ‘포스프레임’을 광양제철소 후판공
정에 도입함. 하루 30억 개 데이터를 분석하여 불량률을 진단
하고 작업실 내 유해가스, 소음, 온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설비
이상징후를 진단함

물류

CJ대한통운

사물인터넷(IoT)과 센서를 이용하여 물류 흐름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AI가 배송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분류 트
랙을 제시. 물류센터 설비 최적화 방안도 분석

정비

대한항공

인공지능이 항공기 운항회수, 거리 데이터를 분석하여 항공기
고장률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제안

음식

롯데제과

제과 및 음료사업에서는 해외 시장정보, 블로그･페이스북 후
기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해 최근 트렌드를 분석하고
신제품 개발에 응용

출처 : 이재호 외(2019),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분야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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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해외 제도 및 사례
2.1 해외 국가통계 승인제도

□ 국가통계 관리 및 승인 관점에서 헤외에서는 데이터과학 활용통계를 각국의 통계
관리체계 특성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통계 관리체계에서 승인제도의 유무
에 따라 통계 관리체계도 상이하다.
ㅇ 통계 승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은 데이터과학 활용통계를 공식통계 범주의
일부인 실험통계로 규정하고, 대표성 검토의 어려움 등 데이터과학 활용통계의
한계 때문에 제한적인 사용을 전제로 공표하였다.
<표 3-9> 국가별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통계 관리 특징
국가명

통계 관리제도

승인제도유무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관리 체계

영국

분산형

유

실험통계로 분류, 관리

미국

분산형

무

-

네덜란드

집중형

무

베타통계로 분류, 관리

캐나다

집중형

유

-

독일

집중형

유

-

호주

집중형

유

-

뉴질랜드

집중형

무

-

일본

분산형

유(조사에 대한 승인)

-

출처 : 통계청(2019),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국가통계 승인관리방안 연구” 내부자료

□ 특히, 영국은 다양한 상황하에서 통계발표와 관련하여 국가통계와 공식통계의 지
위를 결정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실험통계 해당 여부는 작성기관
자율로 판단하나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표할 때는 실험통계로 표시
한 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ㅇ 영국 실험통계 공표 시 제시해야 할 사항은

①실험통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②해당 통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용한 점이 있어 공표되고 있는가에 대
한 기술 ③해당 통계가 실험통계로 명명된 이유 ④이용자 수렴의 구체적 방법
⑤실험통계가 의미하는 바를 포함한 메타데이터와 실험통계가 일반적인 공식통
계로 전환될 시점 등이다.

□ 또한, 영국 실험통계의 공식통계로의 전환 기준은 작성기관 자율로 판단하나 정
부통계협의회가 일정 기준을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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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용자 의견수렴 결과 신뢰, 품질, 가치, 즉 실천 지침
3대 개념 모두를 갖춘 것으로 판단 될 때 ②커버리지가 충분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될 때 ③추진계획상 정의된 개발단계 종료시점에서 실천 지침을 완

ㅇ 공식통계 전환 기준은

전히 준수한다고 판단될 때 등이다.
ㅇ 반면 실험통계의 작성중지 기준은 통계작성기관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중지하는
데, 다만 해당 작성기관의 작성담당자, 기관장은 중지하기 전에 중지 통보의 범
위, 영국통계청장에의 보고 여부, 정부통계협의회 소속 ‘모범사례팀’과의 컨설팅
수행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 UN유럽경제위원회 국가통계 현대화를 위한 고위그룹(HLG-MOS)은 기계학습 프로
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계학습 활용 국가통계의 부가가치를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증연구, 품질측정방안, 통계조직의 통합 등을 연구하는 다국가 워킹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표 3-10> 기계학습 프로젝트의 주요 연구 현황 및 향후 계획
목표
단계
연구
기획

아이디어→유효한 솔루션
(시범)

유효한 솔루션→생산
(운영)

모든 분야의 시범 연구

일부 분야의 시범 연구

생산견고성보장
(유지보수)

(~‘20)

통계 생산체계 통합

(~‘21)

서로 다른 통계 데이터의 레코드를 연계 매핑, 위성 데이터 분석 고도화 등

지원
유형

품질

(~‘20)

품질평가방안

지원
방안

QF4SA의 실질적인
도입 방향성 도출
(~‘21)
QF4SA 프레임워크
검토 및 개선

좋은 훈련데이터

기술/
역량

컴퓨팅
인프라

상호
운용성
/절차

윤리 및
법률

보안

-

가이드
라인 및
규정
제정

-

통계 생산체계 통합
·양질의 데이터 습득 방법
·데이터 상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
·모델 재 학습시기
양질의 기준 정립 및
품질 측정방법

기술표준
교육방법

-

출처 : 김정민(2021), “AI 기술의 국가통계 활용 국가통계 생산과 당면과제” 발표자료

□ 또한 UN 통계위원회는 빅데이터 글로벌 워킹그룹(GWG)을 창설하여, 국가통계에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모색하고, 방법론을 평가하고, 품질관리 및 솔루션 개발 등
을 통해 데이터과학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GWG 빅데이터팀은 업무에 따라 ‘액세스 및 파트너십 관리팀’, ‘SDG 및 빅데이
터 활용관리팀’ 등 총 8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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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UN 빅데이터 GWG 태스크팀
업무팀

소개 및 주요 업무

액세스 및 파트
너십 관리팀

빅데이터를 얻기 위해 데이터 소스에 대한 액세스와 다른 공공 및 민간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공식통계를 위한 국가통계시스템(NSS)을
용이하게 함

SDG 및 빅데이
터 활용 관리팀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와 관련된 지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빅데이
터 사용의 구체적인 예를 제공

휴대전화 데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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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데이
터 작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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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 데
이터 작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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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술 및
역량강화 관리팀

NSSs의 기술과 빅데이터 이용에 대한 NSS의 제도적 준비 정도 평가
기술 요구 분석에서 확인된 격차를 해소하는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침 제공
빅데이터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촉진
공식 통계를 위한 빅데이터에 대한 글로벌 설문조사 및 GWG 내에서 공
식화된 작업팀의 결과에 따라 교육 계획을 조정

데이터,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글로벌 플
랫폼위원회

스캐너 데이터
작업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국가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글로벌 플랫폼 수립
이 플랫폼을 통해 교육 및 역량 구축을 위한 서비스, 공식 통계 커뮤니티
를 위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제공함
API와 오픈 소스 응용프로그램 공유・제공. 스캐너 데이터에 다양한 분석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 적용하여 가격지수 추정방법 활성화
응용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방법 관련 문헌 요약,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 권장, 가격사용에서
법론 지침 자료 및 개발데이터 제공

출처 : ‘Big data UN Global Working Group’ 사이트 (https://unstats.un.org/bigdata).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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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사례

□ 해외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 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물가통계, 에너지통계, 교통통신통계 등 다양하다.

◦ 영국가스회사(British Gas)는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가스 사용량 확인
및 정확한 과금 가능으로 가격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저소득층의 가계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였다.

◦ 네덜란드는 차량감지기로 교통량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별 통행량 지수를 산출하
고 있고, 소셜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감성 분석 결과를 주간소비자신뢰지수 산출
에 활용하고 있다.

◦ Eurostat은 인터넷상에서 물가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소비자물가지수 산출에
참고하고 있다.

◦ 독일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job portal)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추정하고
있으며, 벨기에 통계청과 Eurostat는 모바일폰 데이터와 상주인구통계를 비교분
석하여 인구, 관광, 교통, 이사 통계에 활용하고 있다.
<표 3-12> 국가별 공식통계를 위한 빅데이터 프로젝트 사례
사례

국가

프로젝트 설명

웹 스크래핑으로
가격 통계 산출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가격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월간 가격 데이터를 참조하여 일일 가
격 인덱스 설정 및 가격 지수에 대한 품질 관리

이동성 및 도시
통계를 위한 휴대
전화 데이터 사용

영국 등 유럽
국가, 한국

인구 통계, 이동성 및 도시 통계 추정 및 추론을 위해 통화 내역
기록(CDR)을 사용하여 도시 등으로의 이동 패턴을 지역, 연령, 성
별, 교통 수단별로 세분화하여 분석

Google Trend를
사용한 실업률 산출

이탈리아
유럽국가

현재 한 달 후에 산출되는 실업률 통계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Google Trend를 분석하여 통계 산출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등

통합환경시스템(IES):
실시간 환경 정보
감지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환경기구(NEA)는 환경 및 날씨 데이터의 중앙집중
식 수집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 통합환경시스템(IES)을 개발. 데이
터 분석 및 모델링을 통한 환경 감지 시스템으로 실시간 환경 정
보를 제공하며, 예측 기능을 통해 조기경보, 선제 및 감지 가능

행정데이터를 이용한
보상조사 강화

미국

전국 보상조사(NCS) 데이터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
데이터를 결합, 비교하여 응답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출처 : ‘Big data UN Global Working Group’ 사이트 (https://unstats.un.org/bigdata/inventory/)

□ 또한, 해외에서는 매우 폭넓은 업무 대상 범위에 데이터과학 기술도입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특히 분류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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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정형・비정형 설문응답에 대한 코드 분류, 산업재해 및 질병원인 분석을
위한 서베이 응답의 자동코딩 업무, 온라인 데이터를 연계한 물가통계 추정에
도입하고 있다.

◦ 독일은 분류, 데이터 연계, 보조 데이터 확보, 이상치 탐지 등 다방면의 테스트
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류와 관련된 일부 업무에서는 실제 도입하고 있다.

◦ 캐나다는 분류, 이상 값 검출 등을 위해 도입하였으며, 특징적으로 결측 값 대체
를 위한 분류 작업에 비지도 학습을 활용하고 있다.

◦ 네덜란드는 웹 수집 데이터의 분석 및 연계 목적에 활용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파라데이터(Paradata) 머신러닝 분석 결과를 회수율 제고에 활용하고, 핀란드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토대로 특성 분류에 활용하고 있다.

◦ 그밖에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도 데이터과학 기술을 국가
통계에 도입하고 있다.

◦ 이와 같이 해외 주요국에서도 빅데이터・AI 기술을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도입
하고 있으며 특히 분류 및 코딩분야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3> 해외 주요국의 AI・빅데이터 기술 활용 통계사례
국가

도입 내용

미국

업무상 상해 및 질병 조사의 서술형 답변을 분석해 질병코드와 매핑

독일

온라인 구인 공고 텍스 분석 기반의 직업 통계 작성

활용 기술

활용 구분

딥러닝

생산성 향상

클러스터링

신규정보생산

캐나다

민간기업의 스캐너 데이터로 수집되는 상품 설명을 텍스트 분석하여
상품 코드별 대출 현황 통계화

딥러닝

기존통계대체

네덜란드

유럽연합 소속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터넷 구매는 자국 기업의
설문조사만으로는 거래 총액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유럽연합 소속
법인 세금 정보 및 인터넷 데이터 연계를 통한 거래 총액 추정

랜덤포레스트

신규정보생산

설문조사 응답 개선을 위해 파라데이터(Paradata)를 모델링

의사결정트리

생산성 향상

클러스터링

생산성 향상

랜덤포레스트

생산성 향상

TF-IDF

생산성 향상

앙상블모델링

생산성 향상

SVM

신규정보생산

스위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설문조사 무응답 자동 대체
EU 연합 통계 표본과 각국의 행정 자료 연계를 통한 표본의 질 개선
경찰청 교통사고 보고 문건에 기반한 사고 내역 자동 분류
근로 환경 설문조사 데이터 보정에 활용
구인 공고별 알맞은 경제활동 통계분류 코드 매핑

출처 : 김정민 외 2(2020), “AI기술의 국가통계 활용 사례 및 국내 도입 촉진방안”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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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도입 쟁점사항
3.1 국가통계 승인제도 주요 쟁점사항

□ 데이터과학 기술 활용 시 승인제도 측면의 주요 사안은 현행 국내 통계법에서는
미승인통계 생산으로 인한 법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한다는
것이며, 이는 통계승인의 대상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로 규정하고 있
기 때문이다.

◦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같이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빈번한 분야의 경우 시장 규
모와 수요의 파악, 산업진흥정책의 수립과 지원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조사가
빈번하게 생멸하고 있는 상황22)이다.

◦ 다만 이러한 정보통신기술통계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
면 필요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통계와의 중복,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품
질 관리 등으로 인해 미승인되고 있다.

◦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통계가 제도적 관리체제의 부재로 사장될
우려가 있어 관리 필요통계 파악 및 국가통계의 범위 확대 방안과 데이터 과학
활용 등에 대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3.2 데이터과학 기술 적용 주요 쟁점사항
□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조사통계와는 여러 측면에서 차별점이 존재하며, 데이터의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 연구자가 자료수집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가 불가능하고, 사후적 통제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품질
검증에 대한 정의와 과정 또한 기존의 국가승인통계와 다르게 수행되어야 한다.

◦ 빅데이터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검색패턴, 접속기록, 위치정보 등을 포괄하기 때
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영역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ICT융합생태계 실태조사, 스마트미디어산업 실태조사,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빅데이터 시장현황 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통계조사
를 시행하고 있어 2016년부터 미승인 통계에 대한 부처 자체 품질진단을 통해 승인 통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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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주요 쟁점사항은 국가통계는 통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과학적인 작성기법을 사용하여야 하나, 머신러닝, 딥러닝 등 AI 기술을 통한 분석
결과의 신뢰가 보편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방법론의 대표성23)에 관한 것이다.

◦ 또한, 데이터마이닝업계 표준(CRISP-DM)

24)

워크(GSBPM)25)에

생산방식은 기존의 통계생산 프레임

맞추어 해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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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한국통계업무 프로세스 모델(V.2.0)

◦ 특히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요구되는 알고리즘이 존재하거나, 동일한 파라미
터에 의해 도출된 결과가 확률적으로 다를 수 있어 재현 불가능한 알고리즘 기
반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이다.

□ 물론 기계학습은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측 분석이 가능하여
기존 통계의 예측치가 선형(Linear) 및 차원(Dimension)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기계학습은 수치뿐만 아니라 문서 및 이미지 등 모든 형태의 데이터에 관한 정량
화된 지표 산출을 가능하게 한다.
ㅇ 다만 기계학습의 단점은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수반
되고 설명력이 부족26)하다는 것이다.
23) 본질적인 원인은 수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및 파생된 기법들 중 신규통계 생성에 적합한 기술이
제시되지 않음에서 기인
24) CRISP-DM은 빅데이터의 제어 및 분석모델의 유효성검증과 평가에 주안점을 둔 프로세스로서, 기
존 통계모델과 통합하기 어려운 지점을 형성
25) GSBPM은 국가의 통계업무를 구체화하여 단계별로 제시한 국제표준으로, 조사통계에 적합한 프로
세스를 준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재정의한 KSBPM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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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분석결과의 정확도 측면에서 기계학습방법이 우위에 있으므로 기계학습
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국가통계를 기계학습 기반으로 세분화하여 생산한
다면 국가통계의 활용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3.3 해외 데이터과학 기술도입 논의사항

□ 해외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외 공식통계 작성에 있어서 데
이터 과학 활용 쟁점요소는 데이터의 양과 질의 불충분성, 알고리즘을 비롯한 기
술적 문제, 규제와의 충돌, 인공지능에 대한 지나친 과신 등의 문제이다.

◦ 다른 통계조사의 기반이 되는 통계(예: 기간 통계)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 시 다
른 통계조사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 또한 확률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추정된 통계값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
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빅데이터 활용 통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이나 관리에 있어서 유관기관
과의 협력,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

최근 국가별로 국가통계의 품질 및 조사환경 개선을 해결할 방안으로 빅데이
터·AI 기술 도입이 추진 및 검토되고 있으나 도입에 대한 가치판단 및 취지는 국
가별로 상이하며, 사안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다양하다.
<표 3-14> 국가별 빅데이터・AI 기술 활용 통계에 관한 입장
국가

내용

아일랜드

(도입 유형 및 기회요인 분석) 빅데이터 기술을 통계에 활용하는 4가지 유형을 제시27)
하였으며, 관련된 기회 및 위협을 분석

스위스

(도입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분석) 국가통계의 효과적 정책 지원을 위해 조사통계와 데
이터 과학에 기반한 통계28)를 병행 생산해야 함을 제언

독일

(프로세스 혁신을 논의) 머신러닝 기술을 기존 통계생산 프로세스29)에 도입하는데 주
안점을 두고 국가통계의 자동화 및 기업통계에서의 AI 도입이 목표

네덜란드

(빅데이터의 실질적 활용방법) 빅데이터를 기존 통계 방법론으로 해석하려는 시각을
견지하며, 국가통계청은 신규 모델의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함을 제언

일본

(先실험 後평가) 국가통계에 빅데이터를 활용30) 시 시의성・적시성 등에서 이점이 있
는 반면 정확성・편중성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

26) 입력 값과 출력 값만이 존재하는 기계학습의 신뢰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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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제6차 유엔 빅데이터 컨퍼런스’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주된 목표 중
하나는 공식통계 생산이며,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사용자의 수요’로 출발하여 문
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소규모 실험을 먼저 실시한 후 대규모 프로젝트로 확장
하자고 논의하였다.

◦ 이에 광범한 데이터공유를 위해 통계법 등 법・제도 완비와 양방향 데이터 공유
를 위한 오픈 플랫폼이 필요하며, 데이터와 통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업과 위
임을 통하여 다른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통계청은 감독관 및 품질관리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 특히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통계지표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얻기 위
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빅데이터 활용 및 공유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자고 하였다.

□

또한 ‘제10회 공식통계 현대화를 위한 고위급 그룹(HLG-MOS)워크숍’31)에서는
2021년 통계 현대화 전략 구현 우선추진 프로젝트 후보로 ‘공식통계 생산에 건전
하고 효율적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활용 촉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 머신러닝은 ’19년부터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세 가지 활동프로그램(WP)

32)으로

나

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기계학습의 부가가치 입증에 관한 연구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 도출, 머신러닝을 통계적 알고리즘에 활용하기 위한 품질체계 개발 추진,
머신러닝을 공식통계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조직적 도전과제 검토 등이다.

◦ 또한 ’21년에는 각국 통계청의 데이터 과학 담당 부서 간 정식 네트워크 구축

33)

및 HLG-MOS 타 그룹과 교류를 통해 적용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27) ⓐ 기존 통계의 완전/부분 대체, ⓑ 추가적인 통계 정보 제공, ⓒ 통계 추정치의 개선, ⓓ 완전히 새
로운 통계 정보 제공
28) 의사결정 과정에서 연역적 추론(설문)과 귀납적 추론(데이터 과학) 결과가 함께 고려되어야 효과적
임을 근거로 데이터 과학 기반의 통계 필요성을 역설
29) 2017년 국가차원의 디지털 어젠다(Agenda) 59건 중 선도 프로젝트로 ‘국가통계의 머신러닝 기술 검
증’이 채택되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30) 2019년 민간 부문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업통계를 대체하는 실험을 추진
31) HLG-MOS(the High-Level Group for the Modernisation of Official Statistics) meeting(‘21. 1.) 10개 회원
국 및 3개 국제기구 참여
32) 3가지 활동프로그램(WP) : (WP1, 리더: ONS) 파일럿 연구·프로젝트 추진으로 기계학습의 부가가치
입증에 관한 21건의 연구보고서 및 3건의 요약 보고서 도출, (WP2, 리더: StatCan) 머신러닝을 통계
적 알고리즘에 활용하기 위한 품질체계 개발 추진, (WP3, 리더: BLS) 머신러닝을 공식통계에 활용
하기 위한 제도적, 조직적 도전과제 검토
33) 현재 머신러닝 그룹 규모 : 총 120명 (멤버 40명 + 협조자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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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내 관련 기관 주요 논의사항
□ 데이터과학 활용통계를 공식화하기 위해 통계청 내부, 통계작성기관, 법률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통계청 유관부서(빅데이터통계과 등)로부터 빅데이터 통계 생산과정에서 애로점
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통계작성기관(정보통신진흥협회 등)으로부터 현 승인
제도의 문제점과 빅데이터 활용통계 활성화 방안을,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령의
실효성과 쟁점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3-15> 관련 기관 의견 수렴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의견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품질관리과

∙ 빅데이터 활용통계는 자료 원천의 성격상 응답부담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기존 승인 요
건인 유사・중복 판단을 완화시켜 작성 활성화가 필요하나 유사한 빅데이터 활용통계
가 양산될 수 있어 적절한 조정 필요
∙ 공공통계, 시범통계 도입 시 품질진단 설계가 필요하며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
관별 관리체계 재설계 필요

통계 작성기관

∙ 빅데이터 활용통계 작성 시 활용되는 민간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통계의 품질
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기술, 예산) 필요
∙ 공공통계와 시범통계 도입 시 통계작성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통계청의 규제 최
소화 방안 필요
∙ 유사한 통계의 공개 시 이용자 혼란 최소화 대책 필요

법률전문가

∙ 승인 요건 미흡 시 공표가 불가능하므로 조건부 공표 등을 통해 적극 행정이라는 현
정부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입법, 사법기관도 삼권분립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신고 제도와 권고 등을 통해 최소
규율 필요
∙ 시범통계가 공공통계 혹은 국가승인통계로 갈 수 있는 구조이므로 공공통계보다 시범
통계의 요건을 간소화하고 차등을 두는 방안도 필요

출처 : 통계청(2019),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국가통계 승인관리방안 연구” 내부자료

□ 요약하면 데이터과학 활용통계의 통계작성의 한계점 및 공통 이슈는 빅데이터가
전통적인 조사통계와는 여려 측면에서 차별점이 존재하며, 확률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추정된 통계값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다.

◦ 특히 빅데이터 활용 통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이나 관리에 있어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
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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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공지능기술은 방법론의 대표성과 통계생산방식의 표준화 등이 쟁점사항이
며, 핵심기술인 딥러닝은 인간의 뇌처럼 노드들 간의 연결상태 자체가 인공지능
을 구성하며 이 때문에 결과물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즉 설명가능한 결정과정을
보여주기 어려워서 의사결정 활용에 중대한 장애물이다.

◦ 따라서 인공지능기술을 통계작성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AI 기술은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의 분석과 패턴의 발견 등을 가능케 하므로 인간 노동력과
의 협업을 통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이 장에서는 국내 및 해외의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 관리제도 및 활용통계 적
용사례를 살펴보고 도입 쟁점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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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데이터과학 방법 국가통계 적용분석

1.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분석
1.1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미승인 현황

□ 데이터과학 기술을 활용한 통계생산 시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통계로 포괄된
경우는 소수이다.

◦ 이 장에서는 기존 통계 승인 및 미승인된 통계의 심사결과 사유를 검토하고 실
험통계 모의심사를 통해 적용 및 승인프로세스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공공기관 보유데이터 및 공표 현황 파악 용역(2017)’ 결과 보유데이터가 승인통
계로 활용되는 것은 14.4%에 불과하여 미승인이 약 8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
어,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중 승인대상 통계를 발굴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인
식하였다.
<표 4-1> 미승인통계 모니터링 현황
통계작성기관

승인대상 여부

중앙행정기관

∙승인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R&D통계” 등 29종
∙승인결격: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의약품 업체현황” 등 40종
∙대상 외: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관련 현황” 등 14종

지방자치단체

∙승인대상: 충청남도 “충남 청년통계” 등 1건

연구기관

∙승인대상: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패널조사” 등 1종
∙승인결격: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논의를 위한 임금항목 실태조사” 등 3종
∙대상 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 가계지출동향” 등 13종

공사/공단

∙승인대상: 한국환경공단 “환경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 등 1종
∙대상 외: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사고” 등 1종

협회/조합

∙승인대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등 1종

기타기관

∙승인결격: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등 2종
∙대상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현황” 등 5종

출처 : 통계청(2018), “2018년 미승인통계 모니터링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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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통계청에서는 데이터과학 활용통계를 국가통계에 도입하기 위해 실험통계
대상을 모니터링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는 통계청 내부의 속보성 인구이동 통계, 지역생산 행정통계, 가계
금융복지조사(사회적 현물이전을 포함한 소득통계 보조지표) 3종 및 한국은행의
뉴스심리지수, 국립공원공단의 탐방객 통계 등 총 5종이다.
<표 4-2> 실험통계 모니터링 현황(2021년)
소속

빅데이터통계과

통계명

속보성 인구
이동통계

주요 사유
(작성방법)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 지역별 인구의 이동량
작성. 통계청 등록센서스 전체 인구에 대한 SKT 가입자의
성/연령/지역별 비율(가중치)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이동량 추정
(자료원) SK텔레콤

소득통계개발과

지역생산
행정통계

(작성방법) 법인세, 소득세, 국민건강보험 등 행정자료를 중심
으로 우리나라 법인 및 개인의 부가가치 생산 규모를 추계하고
통계청 조사자료를 활용, 경제활동 및 지역 생산 추계
(자료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공무
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조사통계 등

복지통계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작성방법)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자료에 각종 행정자료 등
(사회적 현물이전을
을 보완하여 작성
포함한 소득통계
(자료원) 건강보험 통계연보, 교육통계연보 등 연보자료 및 보육
보조지표)
료 수급현황, 국가장학금 수급현황 등 행정자료 등 10여 종
(작성방법) 인터넷 경제뉴스 데이터를 문장 단위의 긍정/
부정 감성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의 차이를 지수화
기간내 긍정문장 수  부정문장 수

한국은행

뉴스심리지수

   ×   
기간내 긍정문장 수  부정문장 수

(자료원)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제공받은 인터넷포털사
이트(네이버) 경제분야 뉴스기사(약 14백만 건 내 문장
약 1억 5천만 개)로부터 표본문장을 추출

국립공원공단

탐방객통계

(작성방법) SKT통신 데이터 활용하여 국립공원 법정영역과
이동 통신사 기지국 전파 영역 내 측정되는 인구 매칭(영역
내 주거, 직장, 통과인구 등 제거) 후 탐방객 수 추정
(자료원) SK텔레콤

□ 먼저, 빅데이터 활용통계 국가통계 모의 승인심사 결과

34)를

통하여 승인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 모의 승인심사 검토대상은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 중

가계부채 통합DB’, ‘일

34) 출처 : 통계청(2019).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국가통계 승인관리방안 연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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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행정통계 중 개인사업자부채DB’, ‘삶의 질 DB’, ‘온라인 물가작성 시스템’,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접근성 지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주행거리’이다.
<표 4-3> 승인 심사표 검토 대상 통계
통계명
(작성기관/ 주기)

통계개요

∙목적: 개인 및 가계부채에 관한 인구・사회・일자리 특성 및 시군구 단위 지역 통계
등 미시 통계 생산으로 가계부채 정책 지원
∙일자리 행정통계 중 ∙기관별 원천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택소유통계, 소득DB, 등록센서스, 일자
가계부채 통합DB
리행정통계; (한국신용정보원) 부채・연체
∙주요지표: 인구특성(성별/연령/지역), 주택・가구특성(거처종류/점유형태/주택수), 일자
(통계청/ 반기)
리(임금/비임금), 특성에 따른 부채 및 연체율, 업군(은행/비은행), 대출종류(가계/기
업대출). 대출목적(신용/주택담보/주택외 담보/기타)에 따른 부채
∙일자리 행정통계 중
개인사업자(기업)
부채DB
(통계청/ 연간)

∙목적: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특성별(종사자 규모, 매출액 규모 업종 등)
부채정보 산출을 통해 관련 경제정책 수립 지원
∙기관별 원천자료: (통계청) 통계기업등록부; (코리아크리딧뷰로) 부채・연체 등
∙주요지표: 종사자 규모/매출액 규모/ 성별/연령/지역/사업기간 등의 개인 사업자 특
성에 따른 부채 및 연체

∙교통접근성 지표
(한국교통연구원/
연간)

∙목적: 교통부문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사회경제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최적 교통시설 확보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기관별 원천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전자지도; (국가
대중교통정보센터) 대중교통 실시간 위치정보; (지자체) 버스 시각표; (대중교통 운영
사) 철도, 항공 등 운영정보, 시각표; (SK 텔레콤) SK Tmap 링크별 속도, 교통량; (한국
교통연구원) 도로망 기반정보
∙주요지표: 지자체별 시설 평균접근시간, 시설별 접근가능인구비율, 지자체별 접근가
능 시설수

∙삶의 질 DB
(통계청/ 연간)

∙목적: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근로자 이동 분석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관련 정책
지원
∙기관별 원천자료: (통계청) 인구·가구 정보 등; (통신사) 지역별, 성별, 연령병 모바일
위치정보
∙주요지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출퇴근 소요시간・거리, 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통근
자 이동 등

∙온라인 물가작성
시스템
(통계청/ 일)

∙목적: 웹스크랩핑한 온라인 가격정보 활용 온라인 물가지수 작성
∙기관별 원천자료: 오픈마켓 등 일반쇼핑몰, 의류전문쇼핑몰, 외신가격 관련 상품별
가격자료
∙주요지표: 온라인 물가지수

∙자동차 주행거리
(국토교통부_
한국교통연구원/
년)

∙목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용도별・차종별・연료별 주행거리를 조사하여 교통・환
경・에너지 분야 등에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
∙기관별 원천자료: (국토교통부) 도로별, 차종별 교통량; (한국교통연구원) 도로망 기반정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장착 차량의 궤적정보
∙주요지표: 도로별 차종별 교통량 및 주행거리, 배출량

출처 : 통계청(2019),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국가통계 승인관리방안 연구” 내부자료

□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를 모의 승인 심사해 본 결과 빅데이터의 대표성 문제와
등록부의 연계 과정에서 승인 심사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물가작성 시스템과 같이 다양한 오픈마켓의 자료를 크롤링 하여 통계를 작
성하는 경우 자료 추출에 포함되는 오픈마켓 선정에 대한 표본설계가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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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평가대상 통계작성 승인 심사표 결과
심사내용
1. 통계명칭 및 유사중복 여부
1-1. 통계명칭
· 기존 승인통계 명칭 중 유사 또는 중복되는 통계가 있는가?
1-2. 유사중복 여부
·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의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
· 해당할 경우 통계의 작성단위가 동일 또는 유사한가? (학교, 가
구, 사업체, 기업체 등)
· 해당할 경우 작성주기가 동일한가?
· 해당할 경우 작성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
· 해당할 경우 기존 통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있는가?
종합할 때 유사중복 통계에 해당되는가?
2. 통계의 작성목적
2-1. 공익 여부
2-2. 공표 여부
· 공표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가?
· 보도자료 또는 보고서를 발간하는가?
·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용자들에게 배부하는가?
· 작성기관의 홈페이지 및 KOSIS 등에 공개하는가?
· 원천데이터나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하는가?
3. 통계작성의 사항
4. 통계작성의 대상
4-1. 모집단
4-1-3. 가공통계인 경우
· 기초 자료를 가공한 형태(지수 등)로 공표하는 통계인가?
· 기초 자료가 국가승인통계인가?
· 기초 자료가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라면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가?
· 목표모집단과 기초 자료의 모집단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 기초 자료의 커버리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가?
- 기초 자료의 대표성에 문제가 없는가?
- 대표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가공이 가능한가?
· 기초 자료에 대한 설명서가 존재하는가?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5-1. 기준시점 및 작성기간
· 구체적인 통계작성 일정이 제시되어 있는가?
5-2. 작성주기
· 향후 계속 정기적으로 작성할 것인가?
· 작성주기와 공표주기가 일치하는가?
6. 작성방법
6-2. 가공통계
· 가공을 위해 사용된 원천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가?
· 추정 및 가공 방법은 검증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가?
- 재현가능한가?
7. 자료수집 체계
7-1. 조사통계, 가공통계
· 원천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은 적절한가?

개인
삶의
자동차
가계
교통
온라인
사업자
질
주행
부채
접근성
물가
부채
DB
거리

O

X

X

O

△

O

△

X

X

O

△

△

O

O

O

O

O
O
O
X

X
X
O
X

X
△
O
X

O
△
O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X
X
X
X
X

X
△
X
△
O

X
O
O
△
△

X
△
O
X
X
O
O
O

X
△
O
X
X
△
△
O

X
△
O
X
O
△
△
X

△
X
O
O
O
△
△
X

X
X
O
O
O
X
X
O

X
X
O
O
O
O
O
X

O

O

O

△

△

X

O
O

O
O

O
O

O
O
O

O
O
O

O
△
O

△
△
O

△
O
O

△
△
O

O

O

O

O

△

O

출처 : 통계청(2019),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국가통계 승인관리방안 연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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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승인심사 결과 ‘일자리 행정통계 중 가계부채 통합DB’, ‘일자리 행정통계 중
개인사업자(기업) 부채DB’, ‘교통접근성 지표’는 국가통계로 승인 가능하였으며,
‘삶의 질 DB’, ‘온라인 물가작성 시스템’, ‘자동차 주행거리’는 미승인되었다.

◦ 미승인 사유는 ‘삶의 질 DB’는 모집단의 대표성에 대한 방법론 검토가 필요하고
원천데이터 가공 방법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하였으며, ‘온라인 물가작성 시스템’
은 원천자료의 대표성이 부족하였고, ‘자동차 주행거리’ 기존 통계와 유사 중복
에 해당하고, 내비게이션 차량을 이용하여 전체 교통량을 추정한 모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표 4-5> 검토대상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승인심사 결과
구분

승인

미승인

통계명

통계 승인 심사 결과(사유)

일자리 행정통계 중
가계부채 통합DB

∙심사 결과: 승인
∙기타: 기존 통계인 분기별 가계신용 자료의 추세에 따른 가계부
채 가공 모형 조정 필요

일자리 행정통계 중
개인사업자(기업)
부채DB

∙심사 결과: 승인
∙기타: 통계기업등록부와 코리아크레딧뷰의 연계율 강화 필요(현
재 10% 정도 누락), 2017년 자료가 2019년에 발표된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통계임에도 시의성의 한계 존재

교통접근성 지표

∙심사 결과: 승인
∙기타: 다양한 자료를 연계함에 따라 통계의 기준연도가 자료에
따라 다름

삶의 질 DB

∙심사 결과: 미승인
∙사유: 모집단의 대표성에 대한 방법론 검토 필요, 원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불가능, 마이크로데이터인 가공 데이터의 배포 불가능, 원
천데이터 가공 방법에 대한 검토 불가능
∙승인 시 필요사항: 원천데이터의 커버리지에 대한 정보, 가중치
및 보정방법, 통행 구분을 위한 방법론

∙심사 결과: 미승인
∙사유: 원천자료의 대표성 부족(모든 오픈마켓을 모집단으로 하
여 크롤링 대상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협의가 완료된 오픈마켓
온라인 물가작성 시스템
만을 대상으로 선정)
∙승인 시 필요사항: 원천데이터의 커버리지에 대한 정보, 이상치
제거 방법

자동차 주행거리

∙심사 결과: 미승인
∙사유: 기존 통계(시군구별 주행거리)와 유사 중복에 해당하나 도
로별 주행거리 산정이라는 점에서 사용목적이 다름, 기존 통계
와 추세에 대한 검토 필요, 내비게이션 차량을 이용하여 전체
교통량을 추정한 모형에 대한 검토 필요
∙승인 시 필요사항: 원천데이터의 커버리지에 대한 정보, 자료
보정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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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모의 승인심사

□ 데이터과학 활용통계를 유형별로 모니터링하여 실험통계 대상을 발굴하고, 실험
통계 모의 승인심사를 실시하였다.

◦ 실험적이거나 사회적 이슈 분석을 위한 통계 개발 및 시의성 높은 통계의 작
성・공표, 특수대상 통계 작성 필요로 대상통계를 조사하였다.

◦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대상에 대해 제시된 통계승인업무처리지침의 실험통계 작
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의 승인심사를 해 보았다.

□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각 정부 기관들의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공공데이터를 조사하였다.

◦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공개된 데이터들 중 해당 연구와 관련이
깊은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통계들을 수집하였다.

◦ 그 중 정책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거나 최신 AI 기법을 이용한 데이터들을 선별
하거나 실제 실험적 통계로 승인된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 결과적으로 총 5개 주제

35)의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모의 승인심사를 진행하였다.

□ 모의 승인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통계승인업무처리지침 중 유사중복통계 판
정기준을 검토해 보았다.

◦ 작성항목 중복율 판단에 따른 처리지침은 ‘조사를 통한 작성항목’에 적용하며,
‘조사 외 방식의 작성항목’(행정자료, 기존 통계자료 활용 등)의 경우 항목 일부
가 기존통계와 유사하더라도 기존 통계를 보완(세분화, 주기 단축 등)하는 사항
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승인통계와 작성항목 중복율

처리지침

50% 이상

불승인 또는 조사항목 재설계

30% 이상 ∼ 50% 미만

핵심항목을 제외한 유사한 조사항목 재설계

10% 이상 ∼ 30% 미만

조사항목 삭제 또는 변경

□ 또한, 실험적 통계 확인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내용을 검토하였다.
◦ 핵심은 ‘기존 승인통계 명칭 중 유사 또는 중복되는 통계가 없는가?’, 유사중복
35) 뉴스심리지수, 공공와이파이 우선입지 선정, 전화사기 관련 인터넷 게시글 분석, AI 기반 온라인 소
비패턴 예측, 통신 모바일 인구이동량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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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해당할 경우 ‘작성주기를 단축・기존 통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있거나 다
른 데이터나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는가?’, ‘공표 시 이용자 유의사항을 적절하게
제공하는가?’, 목표모집단과 기초자료의 모집단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특히 ‘기
초자료의 커버리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가?’, ‘통계 작성을 위해 사용하는 데
이터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유형인가?’, ‘통계 작성에 적용한 방법론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인가?’36), ‘원천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은 적절한가?’ 등이다.

가. 뉴스심리지수(NSI, News Sentiment Index)

□ 통계개요
◦ (통계명) 뉴스심리지수(NSI)
◦ (통계작성기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 (목적) 인터넷 경제뉴스 데이터를 긍정과 부정으로 지수화하여 소비자심리지수
(CCSI) 등 월 단위의 공식 통계가 공표되기 전 주요 이슈 발생에 따른 경제심리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한다.

◦ (데이터 설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분야 뉴스기사 : 2005년 이후 뉴스기사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의 경우 약 50개
언론사의 기사를 포함한다.

◦ (방법) 경제 뉴스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각 문장에 나타난 감
성을 기계학습을 통해 분류한다.

▪먼저 사람이 수작업으로 뉴스기사 문장의 감성을 분류하여 학습데이터를 구축한
다음, 기계학습을 통해 감성분류 함수를 생성한다.

▪각 문장의 감성을 경제주체(기업 또는 소비자) 및 국내외 이슈별로 구분하고 기
업 및 국내 범주에 해당하는 문장의 감성분류 결과를 토대로 지수를 산출한다
(기존경제심리지표와 상관관계가 높다).

▪긍정과 부정 문장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지수화한다.
기간내 긍정문장 수  부정문장 수

   ×   
기간 내 긍정문장 수  부정문장 수

▪100을 초과하면 긍정문장이, 100 미만이면 부정문장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일별 지수는 직전 7일간 뉴스기사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36) 가공을 위해 사용된 원천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가?, 추정 및 가공 방법은 검증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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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뉴스심리지수는 선행종합지수에 1개월 선행하며 0.67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분기별 뉴스 심리지수는 GDP와 0.60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 작성 승인 검토
◦ (유사중복 여부) 관련된 유사 중복 통계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새로운 데이터 여부) 경제 뉴스 기사 문장 데이터로 새로운 데이터에 해당한다.
◦ (신뢰성 여부) 매일 무작위로 10,000개의 뉴스 기사 문장을 수집함으로써 데이터가
충분히 크고 모수를 추정한 기법(SVM, Word2Vec)들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 (유용성 여부) 경제심리 변화의 신속한 파악으로 활용성이 높다.
□ 검토결과
◦ 표본 수집을 매일 10,000개의 뉴스 기사로부터 시행하므로 데이터가 충분히 크
다고 할 수 있으며 50여 개의 언론 기사에서 수집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한쪽으
로 치우치지 않고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모수(NSI)를 추정할 때 충분히 검증된 머신러닝 기법(SVM, Word2Vec)을 사용하였다.
나.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우선 입지 선정

□ 통계개요
◦ (통계명)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우선 입지 선정
◦ (통계작성기관)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캠퍼스, 2020 빅데이터 콘테스트 공모전)
◦ (목적) 서울시의 지역별 특성을 행정동 단위로 고려하여 공공 와이파이의 “계층
간 통신격차 완화” 효과에 집중하여 우선적으로 입지해야 할 위치를 선정하여
제안한다.

◦ (데이터 설명) 행정동별 와이파이 개수, 평균 소득, 생활인구, 접근성, 정보화수준
점수

◦ (방법) 데이터를 4가지 방법의 클러스터링(K-meas, K-modoids, hierarchical, Gaussian
mixture)에 사용하여 각 방법마다 평균 소득과 정보화수준점수 모두 낮게 나타난
군집을 타겟 군집으로 설정한다.

▪반경 내 수요 최대화 방법을 이용한 결과, 건물들을 기준으로 수요를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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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새로운 공공 와이파이 입지 위치가 주로 주택가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P-median 방법을 이용한 결과 새로운 공공 와이파이 입지 위치가 대부분 가중치
를 부여한 공공장소 주위에 위치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 작성 승인 검토
◦ (유사중복 여부) 관련된 유사 중복 통계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새로운 데이터 여부) 행정동별 와이파이 개수 등 새로운 데이터에 해당한다.
◦ (신뢰성 여부) 다양한 머신러닝 검증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와이파이 설치 위치를
추정한 기법이 신뢰성이 있다.

◦ (유용성 여부) 각 지역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역 정책 수립에 활용성이 높다.
□ 검토결과
◦ 클러스터링 기법 자체의 결과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 그러나 네 가지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하면서 보완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높임
으로써, 반경 내 수요 최대화 방법과 P-median 방법 두 가지를 활용하여 상황별
설치 지역을 제시하였으므로 종합적으로 기법을 신뢰할 수 있다.

다. 전화사기 관련 인터넷 게시글 분석

□ 통계개요
◦ (통계명) 전화사기 관련 인터넷 게시글 분석
◦ (통계작성기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금융사
기 보고서 – 이투온)
◦ (목적) 전화사기에 유입되는 전화사기의 수단을 알고 향후 그 방식에 대해서 예
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데이터 설명)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90일)의 SNS 게시글 : 네이
버 블로그 25,489건, 다음 블로그 6,475건, 인스타그램 43,806건, 트위터 8,267건

◦ (방법) 전체 문서에 대한 Wordcloud 분석을 통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어 20
가지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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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높은 순위를 기록한 대리 입금, 미등록대부, 신용정보 매매, 신용카드 현
금화, 작업 대출, 통장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를 7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전체 문서에 대해 각 SNS마다 어떤 카테고리의 전화사기가 많이 일어나는가를
분석한다.

▪Contact 분석을 이용하여 각 SNS(카카오톡, 전화, 트위터, 텔레그램, 라인, 위젯,
위커)마다 7가지의 Contact point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카카오톡과
전화로 인한 사기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 작성 승인 검토
◦ (유사중복 여부) 관련된 유사 중복 통계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새로운 데이터 여부) SNS 게시글 데이터로 새로운 데이터에 해당한다.
◦ (신뢰성 여부) 게시글에 많이 등장하는 주제어를 전화 사기 피해로 추정하는 기
법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유용성 여부)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활용성이 높다.
□ 검토결과
◦ Wordcloud 기법을 사용하여 가장 피해가 많은 수법들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SNS
게시글에 많이 등장하는 주제어로 전화사기 피해를 추정하는 기법은 검증되지 않
았으나 분석 결과들이 앞으로 관련 연구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 AI 기반 온라인 소비 패턴 예측

□ 통계개요
◦ (통계명) AI 기반 온라인 소비 패턴 예측
◦ (통계작성기관) 기상청 (날씨마루,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
◦ (목적) 날씨에 영향을 받는 상품을 분석하고 판매량을 예측, 날씨를 반영한 온라
인 판매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 (데이터 설명)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2년)의 일별 데이터
▪(제공데이터) 온라인 구매이력 : 성·연령별 상품 구매량, 소셜 데이터 : 일자별
SNS 상품 언급량

▪(날씨데이터) 기상청 날씨마루 HIVE &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9개 지역에 대
한 기온・강수량・습도・풍속・미세먼지・일조시간・기압을 변수로 갖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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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이터) 날씨 키워드 검색어 추이, 상품 검색어 추이 : 네이버 통합검색을
통해 날씨 정보 검색어 추이를 1년 단위로 조사한 후 1~100 사이의 상대적인 지
수로 표현

▪(지역데이터) 인구 수(시・도별 주민등록 인구현황), 소비자심리지수(시・도별 경
제상황 판단 지수)

◦ (방법)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여 날씨에 민감한 상품군과 그렇지 않은 상품군
을 나눈 후 날씨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품군은 정상 시계열로 딥러닝 방법을
적용하고, 날씨와 인과관계가 적은 상품군은 비정상 시계열로 머신러닝 방법을
적용한다.

▪딥러닝 방법은 2년치 데이터 중 최근 3개월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하여
LSTM 모델을 사용하여 상품 판매량을 예측한다.

▪머신러닝 방법은 상품 판매량의 시계열 추세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상품끼리 3
개의 클러스터(여름 상품, 겨울 상품, 스테디셀러)로 군집화 한다.

▪군집별로 Catboost 모델링을 진행하여 상품 판매량을 예측한다.

□ 작성 승인 검토
◦ (유사중복 여부) 관련된 유사 중복 통계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새로운 데이터 여부) 날씨 관련 데이터로 새로운 데이터에 해당한다.
◦ (신뢰성 여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날씨 변수를 선택하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상품 판매량을 예측한 기법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유용성 여부) 상품 판매량 예측 통계로 활용성이 높다.
□ 검토결과
◦ 날씨 관련 상품 판매량 예측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정상 시계열 상품과 비
정상 시계열 상품으로 제품군을 구분하고 두 제품군에 맞는 변수를 선택하면서
모델을 정하는 점에서 기법을 신뢰할 수 있다.

마. 통신 모바일 인구이동량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통신 모바일 인구이동량 통계
◦ (통계작성기관)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 개선방안 연구

41

◦ (목적) 통신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인구 이동 패턴의 변화 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경제・사회 다양한 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한다.

◦ (데이터 설명) SK 텔레콤 통신사 모바일 이동량 집계데이터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단, 외국인 관광객 제외
▪(항목) 전체 이동량, 관내 이동량, 관외 이동량, 성별, 연령대별, 입지유형별, 시도
별, 시군구별 데이터

◦ (방법) SK 텔레콤 이동통신 가입자 약 2200만 명(21년 7월 기준 SKT의 국내 이
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약 41%)에 대해서 전국,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통
신 모바일 데이터를 확보한다.

▪이동량(전체, 관내 이동량, 관외 이동량), 성별, 연령대별, 입지 유형별, 시도별,
시군구별 데이터를 직전 1주 동안 수집하여 작성한다.

▪데이터를 통계청에 전달한 후 매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계청 및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작성 승인 검토
◦ (유사중복 여부) 인구이동에 관한 승인통계로 국내인구이동통계가 있으나 측정개
념, 작성주기 및 작성항목이 다르므로 유사 중복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새로운 데이터 여부) 통신모바일 데이터로 새로운 데이터에 해당한다.
◦ (신뢰성 여부) 자료원의 모집단 포괄범위가 41%로 포괄률이 완전하지 않고 전체
인구로 모수를 추정한 기법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유용성 여부) 주간 단위 이동량 통계로 활용성이 높다.
□ 검토결과
◦ 통신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고 포괄률이 완전하지 않으며 추정 기법이 검증되지 않았
다고 할 수 있어 국가승인통계 요건 중 신뢰성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의 등록센서스 인구를 모수로 통신사 가입자
의 지역(읍면동)/성/연령(5세 단위)별 가중치(비율)를 적용, 전체 인구를 추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유사 통계인 국내인구이동통계와 비교하였을 때 유사 통계는 1달 주기로 공표되
지만 해당 통계는 1주 주기로 공표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좀 더 빠르게 인구 이
동량에 대해서 파악과 대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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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실험적 통계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내용

가

통계명칭 및 유사중복 여부
1-1. 통계명칭
∙ 기존 승인통계 명칭 중 유사 또는 중복되는 통계가 없는가?
○
1-2. 유사중복 여부
∙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의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
∙ 해당할 경우 통계의 작성단위가 동일 또는 유사한가?(학교, 가구, 사업체, 기업
체 등)
∙ 해당할 경우 작성주기가 동일한가?
∙ 해당할 경우 작성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
∙ 해당할 경우 작성주기를 단축・기존 통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있거나 다른 데이
터나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는가?
통계의 작성목적
2-1. 공익 여부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하는가?
○
2-2. 공표 여부
∙ 공표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가?
○
∙ 보도자료 또는 보고서를 발간하는가?
×
∙ 공표 시 이용자 유의사항을 적절하게 제공하는가?
○
∙ 작성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가?
○
∙ 원천데이터나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하는가?
×
통계작성의 사항
∙ 항목별 작성 목적은 타당한가?
○
통계작성의 대상
∙ 기초 자료를 가공한 형태(지수 등)로 공표하는 통계인가?
○
∙ 기초 자료가 국가승인통계인가?
×
∙ 기초 자료가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라면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가?
○
∙ 목표모집단과 기초 자료의 모집단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
－ 기초 자료의 커버리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가?
○
－ 기초 자료의 대표성에 문제가 없는가?
△
－ 대표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가공이 가능한가?
○
∙ 기초 자료에 대한 설명서가 존재하는가?
○
통계작성의 기준시점ㆍ기간 및 주기
∙ 구체적인 통계작성 일정이 제시되어 있는가?
○
∙ 향후 계속 정기적으로 작성할 것인가?
○
∙ 통계작성에 사용된 데이터의 기준시점이 적정한가?
○
작성방법
통계 작성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유형인가?
○
통계 작성에 적용한 방법론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인가?
○
∙ 가공을 위해 사용된 기초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는가?
○
∙ 추정 및 가공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는가?
○
자료수집 체계
∙ 원천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은 적절한가?
○
∙ 안정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
작성의 유용성
작성되는 통계는 이용자 관점에서 유용한가?
○

나

다

라

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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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모의 승인 심사 요약 및 시사점

□ 기 실험적 통계 검토결과 자료와 기존 승인 심사표를 참고하여 수집한 데이터들
을 실험통계 승인심사 과정에 따라 승인 심사표에 기록하고 검토하여 그 결과를
작성하는 모의 승인 심사를 진행하였다.

□ 모의 심사를 진행하면서,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우선 입지 선정, 전화사기 관련
인터넷 게시글 분석, 그리고 AI 기반 온라인 소비패턴 예측 등의 데이터들이 기
존 승인 데이터인 조사통계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먼저 이 새로운 데이터들에 대해서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통계라고 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현재까지 전통적인 통계학에 의하여 추론과 예측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가설을 세워 확률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준용하였다.

◦ 네이처(Nature)지에서는 전통적인 통계의 가치가 표본으로부터 모집단 추론을 이
끌어내는 데 있으며, 기계학습은 일반화가 가능한 예측 형태를 찾을 수 있다고
역할을 정리하여 기계학습 방법이 예측의 범주에서 유용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 이에, 인공지능 분야는 컴퓨터공학과 통계학 등 많은 분야의 지식이 집약된 새로
운 분야라고 할 수 있어서 기존 통계와 다르게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방법들을
깊게 살펴보면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모수를 추정하는 기법과 원리, 그리고 최적
의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통계적인 평가지표(MSE, Loss, AUC) 등
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는 큰 범주에서 보면
통계학적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방법론 측면에서는 데이터과학 기술을 활용한 통계로서의 가치가 충분
하다고 생각되어 실험통계로 모의 승인심사를 실시해 보았다.
<표 4-7> 검토대상 데이터과학 활용통계의 승인심사 결과
통계명

모의 승인 심사 내용
∙ 2005년 이후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하며 50개 이상의 언론사의 기사를 포함할 뿐
아니라, 매일 10,000개의 기사를 계속해서 수집하였으므로 데이터의 개수가 크고 데
이터의 출처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

뉴스심리지수(NSI,
∙ 뉴스 데이터에 대해 긍정/중립/부정의 기준이 되는 NSI를 산출하는 식이 적절하고
News Sentiment Index)
모수를 추정하는 기법이 보편적으로 검증된 기법SVM, Word2Vec)을 사용하여 분석결
(한국은행)
과가 다양한 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
∙ 따라서 GDP 등과 더불어 NSI를 국민들이 경제지표로 활용할 가치가 높기 때문에
유의미한 통계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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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명

모의 승인 심사 내용
∙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 1,000명 중 80%가
생활권 전역으로 공공 와이파이 설치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공공 와이파이의 “계층 간 통신격차 완화”라는 효과에 집중하여 서울시 공공 와이파
이 위치정보를 통해서(출처: 서울시 열린 데이터광장) 행정동 데이터 중에서도 와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파이 설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선택(와이파이 개수, 평균 소득, 생활인구, 접근성,
우선 입지 선정
정보화 수준 점수)함으로써 추정하는 방법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
(서울시)
∙ 따라서, 클러스터링 기법을 두 개 이상 사용하면서 신뢰성을 높이고 위치를 예측하
는 과정에서도 MCLP(Maximal Covering Location Problem)기법 2개를 사용하여 절
충하는 위치를 정하면서 결과가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고 서울시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도 관련 정책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인 가능
∙ 90일간 4가지 SNS 게시글에서 추출한 84,037개의 표본은 그 개수가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음
전화사기 관련 인터넷 ∙ 전체 문서에 대해 Wordcloud 기법을 사용하여 주제어 top20을 정하고 그 중 7가지
게시글 분석
에 대해서 4가지 SNS에 Contact 분석을 함으로써 검증하는 기법이 신뢰성이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 고 판단
연구소)
∙ 따라서, 최근 전화사기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범죄의 가장 큰 수단을 알아냄으로서 관련 정책
을 수립하고 해당 범죄율을 줄이는 데 일조할 가능성이 크므로 확인 가능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날씨 데이터와 실제 인구 데이터, 상품 판매 데이터를 사용하
여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됨
AI 기반 온라인 소비
패턴 예측
∙ 유의미한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상품 판매량과 유의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변
(기상청)
수를 선택하면서 통계적으로 분산을 줄였기 때문에 검증된 기법을 사용했다 판단됨
∙ 따라서, 군집화 결과에 대해 정확성 검증에 대한 근거는 없으나 군집화한 후 분석
결과가 유의미하고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확인 기능
∙ 유사통계(국내이동통계)와 비교했을 때, 본 통계의 데이터가 전체 인구의 41%를 차
지하므로 포괄률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등본 상의 주소로만 분석하는 유사
통신 모바일 인구이동 통계보다 실제 인구 이동량이 측정 가능한 본 통계가 더 의미가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음
량 통계
(통계청)
∙ 또한, 1달 주기로 공표하는 유사통계와 달리 1주 주기로 공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
변하는 사회에서 좀 더 빠른 대처가 가능하므로 종합적으로 통신 모바일 인구이동
량 통계는 유의미한 통계로 볼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

□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모의 심사결과 ‘뉴스심리지수’는 모수를 추정하는 기법이 검증
된 기법을 사용하고 분석결과가 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 ‘공공와이파이 우선입지 선정’에서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두 개 이상 사용하면서

신뢰성을 높였다.

◦ ‘전화사기 인터넷 게시글 분석’에서는 전체 문서에 대해 Wordcloud 기법을 사용
하고 Contact 분석을 함으로써 검증기법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 ‘AI 기반 온라인 소비 패턴 예측’은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사용하면서 인과관계
가 존재하는 변수를 선택하여 통계적으로 분산을 줄였으나 군집화 결과의 정확
성 검증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였다.

◦ ‘통신 모바일 인구이동량 통계’는 포괄률이 낮지만 실제 인구이동량 측정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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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었다.

□ 통계청에서 기 실시한 ‘통신 모바일 인구이동량 통계’

37)

승인심사 종합의견을 보

면 신뢰성 여부 측면에서 기초자료의 포괄률이 41%로 완전하지 않았고 전체 인
구로 모수를 추정한 기법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주간단위 이동량 통계로 활용성이
높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실험적 통계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모의 승인심사 결과 ‘뉴스심리지수’나 ‘공공와이파이 우선 입지선정 통
계’의 모의 승인심사 종합의견을 보면, 신뢰성 여부에서 모수를 추정한 기법
(SVM, Word2Vec)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기
법이 검증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통계도 앞선 통계와 마찬가지
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므로 확인이 가능하다 생각되었다.

◦ 또한 실험통계 체크리스트에서 핵심사항은 유사중복, 새로운 데이터 여부, 신뢰
성, 유용성 여부인데, 이 연구에서 작성방법의 신뢰성 여부는 실험통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이므로, 향후 작성기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항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이와 같은 결과를 봤을 때,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통계를 심사하는데
새로운 통계 방식에는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 개선방향

□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분석을 해본 결과 기계학습방법이 예측의 범주에서 유
용하였으며, 기초자료만 빅데이터로 대체한 가공통계와 AI 방법을 적용한 통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 최근 사회적으로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통계의 양이 매우 빠르게 증가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야와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해지며 새로운 방법이 나타나
고 있는 추세다.

◦ 기존의 통계 승인 심사 방식은 이렇게 급변하는 기술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회
적인 흐름에 맞게 심사 방식 또한 새롭게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통계는 데이터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이미지
데이터, 음성 데이터, 자연어 데이터 등) 각 데이터마다 사용되는 방법과 추정기법
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유형에 따라 분야를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37) 2021. 9월에 승인된 실험통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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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AI 기술은 각 데이터의 분야마다 새로운 모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방법론, 원리, 평가지표도 다양하게 접목시키기 때문에 하나의 평가 기
준을 세워서 판단할 수 없고, 각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의 의견을 토
대로 승인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 실제로 현재 가장 예측률이 높은 모델도 당장 내일 치명적인 단점이 발견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비용 효율성이 높은 모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통계의
승인 프로세스는 하나의 고정된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계속 관련 최신 연구를
진행하는 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데이터과학 기술을 활용한 통계의 승인 심사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각 분야에 대한 전문자문단을 선정하여 해당 통계의 검토결과서를 요청하고, 과
반수 이상의 자문단이 해당 통계를 국가(실험)통계로 승인할 경우 전문가 자문
을 통과한다는 기준을 세운다.

◦ 이러한 전문가 자문과 기존 승인 심사 기준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실험)통
계로 승인하는 과정을 만들어 행정기관과 전문기술 분야의 협업을 꾀할 수 있다.

□ 또한 통계청 내 데이터과학 기술 전문 심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분야마다(음성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자연어
데이터 등) 관련 분야 전공(AI학과, 데이터사이언스 학과, 컴퓨터공학과, 통계학
과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승인심사 요청을 받은 데이터과학 활용통계에 대
해서 심사 회의를 진행한다.

◦ 기존 승인 심사표와 함께 앞서 진행된 외부 전문자문단의 통계 검토결과서를 바
탕으로 회의를 통해 최종 국가(실험)통계 승인 검토결과서를 작성한다.

□ 위의 두 가지 승인절차 시스템을 거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국외 AI 알고리즘 진단 척도를 참고하여 설명 가능성과 정확성, 재사용성, 적시
성, 비용 효율성을 기반으로 모델/알고리즘과 평가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알맞은
모델을 썼는지, 그에 따른 평가지표는 올바른 지, 그 값은 의미 있는 값인지를 의
논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데이터과학 활용통계는 기존 조사통계와 구분되는 승인절차 시스템을 적용할 필
요가 있어, 위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통계의 승
인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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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외부 전문자문단과 내부 전문심사팀을 운영하고 데이터과
학 활용통계 승인심사를 지원할 수 있다.

◦ 데이터과학 활용통계는 기존 승인프로세스에서 승인할 때의 주요 고려 사항인 유
사・중복 여부, 새로운 데이터 여부, 신뢰성 여부, 유용성 여부 중에서 유사・중복
여부와 새로운 데이터 여부 항목은 기존 승인 심사표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신뢰
성 여부와 유용성 여부 항목을 기존 승인 심사표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그러나 새로 제안한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프로세스를 활용하면, 기존 승인
심사표를 활용하여 유사・중복 여부와 새로운 데이터 여부를 판단하고, 전문자
문단의 통계 검토결과서와 통계청 내 심사팀을 통해 신뢰성과 유용성 여부를 판
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승인 심사의 검토 사항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

□ 덧붙여서 데이터과학 활용통계를 국가통계로 승인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고,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
<표 4-8>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구분

문제점

고려사항

∙일반 표본조사의 경우 통계청의 표본설계 검토, 변경승인 검토 등 표본설
계 전문가의 사전 검토 과정이 필수인데 반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공통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 계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음
원 천데이 공통계의 경우 표본설 ∙빅데이터가 모집단의 정보 전체를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
터의 신뢰 계 검토 등 자료의 품 정집단이 누락된 자료라는 점에서 해당 자료로 통계 작성 시 적정성 검
성 및 대 질에 대한 진단 절차 토가 필요
표성
없음
∙따라서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경우 승인 과정에서 원천자료에 대한 적절
성 검토 과정이 필요
∙승인신청서에 “활용 통계 및 자료 명세(가공통계의 경우)”를 첨부서류로 추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사유에 의해 원천자료가 아닌 1차 가공된 자료
가공된 통계치의 오차 를 활용하는 경우 최종 계산된 통계값의 오차산정이 불가능
오차 산정
산정의 어려움
∙표본 성격을 지닌 빅데이터의 경우 통계치의 오차산정이 곤란하다면 통
계 신뢰성 면에 약점을 지니게 됨으로 해결 방안 필요
통계작성
기준시점

복수의 데이터를 연결 ∙빅데이터의 경우 여러 데이터를 연결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많음
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기준시점 결정 ∙수집된 시기가 다른 데이터를 다수 활용한 빅데이터의 경우 통계작성의 기
준시점 결정을 위한 기준 마련 필요
어려움

원천 자료
및 마이크
로 데이 터
공개 범위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
공통계의 경우 배포범
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빅데이터 구매 시 계약서상에 배포의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빅데
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된 통계의 경우 원천데이터 및 마이크로데이터의 공
개범위를 승인과정에서 설정할 필요
∙승인신청서에 “활용 통계 및 자료 명세(가공통계의 경우)”를 첨부서류로 추가

가공통계의 핵심은 가
가 공과 정 공 및 분석 알고리즘 ∙승인과정에서 표본설계 검증에 준하는 분석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 필요
의 적절성 으로 이에 대한 검증 ∙승인신청서에 “활용 통계 및 자료 명세(가공통계의 경우)”를 첨부서류로 추가
이 중요
출처 : 통계청(2019),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국가통계 승인관리방안 연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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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통계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통계 작성을 위한 원천자료의 신뢰성 문제와 커
버리지 또는 연계율에 대한 정보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 또한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가공 및 추정 모형이 적절한지와 이용한 자료에 대
한 설명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 현재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인프라기술 또는 IT 기술에 치중되어 있어 분석과 시
각화 및 해석의 중요성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 이상에서 데이터과학 기술을 활용한 통계에 대해서 실험통계 승인 심사표를 이용
하여 모의 승인심사를 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심사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 그 결과 빅데이터 및 AI에 쓰이는 방법이나 추정기법에 관한 지식과 활용 가치
를 확인하여 국가통계로 승인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 따라서 외부 전문자문단과 통계청 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심사팀을 구성하여
국가통계로 승인 심사하는 품질측정의 절차가 필요하다.

◦ 이러한 승인절차 시스템을 거치는 과정에서 설명 가능성과 정확성, 재사용성, 적
시성, 비용 효율성을 기반으로 실험통계 모델/알고리즘과 평가지표가 생성될 것
이며, AI 알고리즘 진단 척도 등을 표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표준화 방안

□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국가통계 승인 적용 통계작성방법론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

◦ 통계 작성에 적용한 방법론이 기존방식

38)과

다른 새로운 유형이며 새로운 데이

터나 방법론을 적용하여 작성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 추정 및 가공 방법은 검증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지, 기존에 비해 상세한 통
계 작성이 가능한지 등 기계학습 적용 국가통계 기반을 위해 학습을 위한 데이
터 확보나 기계학습의 설명력 부족39)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 통계 작성에 적용된 방법론이 자료와 모형을 바탕으로 통계생산 과정이 재현이
가능한지는, 빅데이터・AI 기술 적용 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요구되기도 하

38) 국제표준 GSBPM(↔ 데이터마이닝업계 표준_CRISP-DM)
39) 입력값과 출력값만이 존재하기에 신뢰성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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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동일한 파라미터에 의해 도출된 결과가 확률적으로 다를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지도학습의 경우는 검증데이터 대상 학습모델의 성능 측정이 가능해 활용이 가능
할 것이므로 AI 기술의 특성을 분석하고 표준화된 평가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 결국, AI 기술 국가통계 적용 검증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서 기존 조사방
법론과 비교우위 측정 및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통계생산에 적합한 검증된
알고리즘, 성능평가기준, 활용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2.1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품질기준 표준화

□ 데이터과학 활용통계는 기존의 조사통계나 보고통계와 다른 특성을 지니므로 이
를 반영한 별도의 품질검증 기준이 필요하다.

◦ 데이터과학 활용통계의 품질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주요 국제통계기구의 통
계품질 평가척도를 살펴보고 실험통계에 적용해 보았다.

◦ 유사・중복, 원천데이터인 빅데이터의 대표성 문제 등에 대한 승인기준을 완화
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품질 검증의 3가지 기본 원리에 4가지
를 추가하여 승인 기준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 (목적적합성) 통계 생산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공공의 이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기준 검토
▪ (일반성)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의 분석 및 작성과정이 유사한 빅데이터에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기준 검토
▪ (경제성)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을 수반하므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생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 (안정성과 일관성) 통계 생산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거나 구
매 또는 확보할 수 있는지와 빅데이터 활용 통계의 공표권한이 있는지에 대
한 검토
▪ (대표성) 빅데이터 자체가 편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생산된 통
계가 대표성이 있는지와 모집단 커버리지에 대한 검토
▪ (중복성)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통계가 기존통계와 유사하면 세밀한
시간, 공간, 대상적 범위로 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 (재현성) 통계생산에 사용된 자료와 모형을 바탕으로 통계생산과정이 재현이
가능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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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주요 국제 통계기구의 통계품질 평가 척도
UNECE

OECD

관련성 (relevance)

Eurostat

관련성 (relevance)

관련성 (relevance)

IMF
기본적 품질 (Pre-requisites
of quality) 일부
방법론의 충실성
(Methodological
soundness)

정확성 (accuracy)

정확성 (accuracy)

정확성 (accuracy)

정확성 (accuracy)과
신뢰성 (reliability)

시의성 (timeliness)

시의성 (timeliness)

시의성 (timeliness)과
정시성 (punctuality)

서비스성 (Serviceability) 일부

정시성 (punctuality)
접근성 (accessi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

명료성 (Clarity)

해석가능성(interpretability)

비교성
(comparability)

완결성 (coherence)

접근성 (accessibility)과
명료성 (Clarity)
비교성 (comparability)
완결성 (coherence)

접근성 (accessibility)
무결성 일부 (assurances of
integrity)
서비스성 (Serviceability) 일부

신뢰성 (credibility)
기본적 품질 (Pre-requisites
of quality) 일부

통계 작성 기관과
관련한 척도

무결성 (assurances of
integrity) 일부

출처: Statistical Data Quality in the UNECE, 2010

□ 데이터과학 활용통계는 안전성, 대표성, 중복성, 재현성을 기준으로 품질 검증하
고, 승인통계의 생산단계 및 통계품질 검증 체계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원칙에 부
합하여야 한다.

◦ 그러나, 데이터과학 활용통계의 경우 기존의 승인통계와 동일한 품질 수준을 요
구하는 것은 자료의 다양성과 불완전성, 가공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통계 생산
과정 전체를 관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표 4-10>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품질 검증 기준
구분

기존

공통 기준

실험통계(데이터과학 활용통계)
목적 적합성, 일반성, 경제성

대표성

표본율에 대한 검토

데이터의 커버리지에 정보 제공 여부

주요 승인 기준

표본 설계

자료와 모형을 바탕으로 통계생산과정이 재현이 가능한지

안정성과 일관성

인력과 예산

빅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생산되거나 구매 또는 확보할 수 있는지

중복성

기존 통계와 유사한지

기존에 비해 상세한 통계 작성이 가능한지

◦ 특히 각 방안별 특성에 맞춘 품질검증 절차가 필요하며, 데이터와 이로부터 생
성된 통계를 구분하고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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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며 특별히 데이터 및 통계의 대표성에 대한 품질검증을 해야 한다.
<표 4-11> 빅데이터 활용 시 품질 및 방법론 이슈
빅데이터 분석사례

품질 및 방법론 이슈
도로 센서의 면적 분포가 고르지 않고 끊어지며 이동량이 적은 시간에는
데이터가 측정되지 않은 센서가 있어 모든 데이터를 사용할 수는 없음

네덜란드 도로의 2만개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 차량과 도로 센서 데이터 간의 관계는 미시적 수준에서 알 수 없으며, 개
별 차량에 대해 시간대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함
도로 센서의 메타 데이터 품질이 좋지 않음

소셜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인구정보를 알 수 없으며, 인구정보와의 관계
에 대한 연구도 미흡함

소셜미디어 메세지

감성을 메시지로 귀착시키는 시스템을 고안할 수는 있지만 측정된 감성을
구체화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불명확함

모바일 폰 위치 데이터

휴대 전화 제공 업체의 측정 그리드와 견고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데
이터가 다름
휴대 전화는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전원을 끄거나 사용
하지 못하는 경우도 내제되어 있음

출처: Statistics Netherlands “Quality Approaches to Big Data in Official Statistics” 내용 재구성

2.2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AI 기술 표준화

□ AI 기술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데이터과학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업무
수행과정을 탐색하고 각 단계별로 정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법을
살펴보았다.

◦ 데이터업무 수행단계를 5단계(데이처 수집→저장→처리→분석→활용)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기법 인에이블러(Enabler)는 다음과 같다.
<표 4-12> 데이터업무 단계별 활용기술
단계

기술・기법 인에이블러(Enabler)

(1) 데이터 수집

① 자율형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데이터 센싱
② 크롤링, 오픈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 데이터 수집기술
활용 ③ 데이터 수집·연계·통합을 통한 Customer360° 확보

(2) 데이터 저장

①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혁신환경 구축
②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레이크(DataLake)로
③ RDB(Relational Database)에서 그래프 DB까지, 데이터베이스의 진화

(3) 데이터 처리

①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엣지 컴퓨팅
② 오토 레이블링으로 데이터처리 간소화
③ 암호기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로 데이터 비식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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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술・기법 인에이블러(Enabler)

(4) 데이터 분석

① 의사결정의 근간이 되는 기술분석 및 진단분석
② 정책 활동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예측분석
③ 경험과 학습을 통해 진화하는 처방분석

(5) 데이터 활용

① 자체적인 데이터 플랫폼 구축
② 서드파티(Third-Party) 데이터 플랫폼 도입
③ 생태계 기반의 디지털 트윈 아키텍처 구축

출처: 김기범 외(2020), “기업운영 혁신을 위한 데이터 과학 : 기업의 활용방안’.

□ 또한, 최근 인공지능의 학습기술인 딥러닝도 인간 뇌의 신경망을 벤치마킹하고
컴퓨터 연산능력의 비약적 발전을 토대로 각광받고 있다.

◦ 그러나, 충분한 양의 좋은 데이터가 마련되지 못하거나, 인공지능이 내놓는 결과
물이 인간의 상식선에서 수용하기 어렵거나 또는 특정한 결과가 제시되는 논거
를 확인할 수 없어 활용하기 어렵거나 하는 등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ㅇ 특히,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완벽한 경우에도 딥러닝이 내놓는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이는 딥러닝의 특성상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를 추적하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40)

◦ 이 문제는 통계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통계는 정확한 논거를 제시하고 과정이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만약 그러한 설명이 어렵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도 통계생산에 적용하기는 어려
울 것이기 때문에 딥러닝을 비롯한 인공지능이 도입되려면 설명력을 갖추어야
한다.

◦ 최근의 딥러닝은 새롭게 제안된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활용, 처리 방식의 확장을 통해 범용성을 지닌 알고리즘으로 발
전하고 있다.

◦ GAN이나 심층강화학습, 전이학습 등을 통하여 데이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으로의 발전 및 범용 인
공지능의 개발 등이 동시에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40) 딥러닝이 신경망 내의 노드들 간의 연결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설명모형이 아니라 전체 데이터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관
적 모형에 가깝기 때문에 특정한 결과치가 도출되는 인과적 설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알파고가 특정한 수를 두었을 때 그 수가 아무리 기묘한 것이었어도 왜
그렇게 했는지를 개발자들도 설명할 수 없었던 것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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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딥러닝의 한계 극복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들
알고리즘 종류

주요 특징
∙ 딥러닝에서 기본이 되는 모델임

생성적 적대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심층강화학습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전이학습
(Transfer Learning)

설명가능 인공지능
(Explainable AI)

캡슐망
(Capsule Networks)

∙ 경쟁하는 생성기와 판별기를 통해 진본 데이터와 매우 유사한 위조 데
이터를 생성
∙ 현실에 없는 새로운 데이터 생성, 새로운 형태로 데이터 변화, 데이터
품질 향상 등 새로운 기회 가능성을 제시
∙ 복잡한 실제 환경에서 반복적인 경험(데이터)의 시행착오를 통해 최적
의 학습모델을 스스로 발전시킴
∙ 지금까지 PC 안에서 이뤄졌던 인공지능을 현실 세계의 다양한 객체에
적용하기 시작한 계기이며 감각기관의 확장을 가져옴
∙ 학습데이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야에서 기존에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일부를 재사용하여 학습시간을 단축하고 성능을 보장
∙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인간과 같이 학습효과를 가지고 발전 가능성을
제시
∙ 기존의 설명력이 높은 알고리즘 일부를 활용하거나 개선하여 학습모델
이 도출한 결과의 근거를 제공
∙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 시 법과 제도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활용
범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제시
∙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이 3차원적 벡터방식의 인간의 뇌 인식과 유
사하게 알고리즘 구조를 설계
∙ 현재 연구 초기단계이나 향후 범용성을 지닌 알고리즘 혁신을 이끌 차
세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발전 기대

출처: 이재호외(2019),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분야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승민(2018: 38) 표 재구성

□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41)

를 선도하기 위해 표준화가 시급한 분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꼽았다.

◦ 다만, 표준화 영역은 업종별로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기술과 영역이 상이하게 나
타나고 있어, 산업별로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래서 국가통계에 데이터과학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통계작성에 특화된 빅데
이터의 형태 및 수집방법,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 ISO/IEC AI 표준위원회 등에서 표준화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표준화 연구가 활
발히 진행 중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AI 알고리즘의 품질 측정은 아직 표준화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 AI 기술 국제표준화회의

42)에서는

머신러닝용 데이터 품질43) 기술, 인공지능 기

41) 대상 :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제조업 기업 1,000개사, 국민 1,000명(‘21년 3월 실시)
42) 인공지능(ISO/IEC JTC 1/SC 42) 국제표준화 회의는 미국, 일본, 중국 등 30여 개국 참가
43) 데이터 품질은 수집·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적정한 절차와 형식 등으로 처리되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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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eXplainable AI)’에
대한 표준화 작업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이에 머신러닝용 데이터 품질 기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을 국가통계 활용
가능 여부 및 적용방법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4-14> SC42의 WG3 표준문서 현황
문서명

표준명

ISO/ICE WD 23894

인공지능-위험관리
(Information Technology(IT)-Artificial Intelligence(AI)-Risk Management)

ISO/ICE TR 24027

인공지능 시스템 및 인공지능을 통한 의사결정의 편향
(IT-AI-Bias in AI Systems and AI aided Decision Making)

ISO/ICE TR 24028

인공지능-인공지능의 신뢰성 개요
(Information Technology)-AI-Overview of Trustworthiness in AI)

ISO/ICE 24029-1

인공지능-신경망의 견고성 평가-제1부 개요
(AI-Assessment of Robustness of Neural Networks-Overview)

ISO/ICE TR 24368

인공지능-윤리, 사회적 우려 개요
(AI-Overview Ethical and Societal Concerns)

출처 : 김정민(2021), “AI기술의 국가통계 활용 국가통계 생산과 당면과제” 발표자료

□ 더 나아가, UNECE는 QF4SA

44)를

통해 통계적 알고리즘(AI 포함)의 품질 측정에

고려되어야 할 거시적 진단 목표로 설명가능성, 정확성, 재사용성, 적시성, 비용효
율성 등 5가지를 척도로 제시하고 있다.

□ 따라서, 데이터과학 기술을 국가통계에 단기 적용하기 위해 국내외 학계, 민간 등
에 기 존재하는 AI 신뢰성 검증도구의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AI 알고리즘의 품질 측정의 기준이 없기에 각 기업과 대학에서는 단기적인 AI
신뢰성 검증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공정성 관련 지표 및 완화 알고리즘을 제공하
는 Fairlearn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공정성을 검증하고 있고, 뉴욕주립대에서는
자연어 처리 성능/품질 평가도구로 GLUE/Super GLUE를 사용하여 품질과 성능
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 대다수 검증 도구가 모델의 성능 평가와 편향성 측정에 집중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단기 관점에서 AI 기술 활용통계의 신뢰성을 검증해 볼 만
하다.
나타내는 것으로서 AI의 성능을 제고하는 핵심요소
44) QF4SA(A Quality Framework for Statistical Algorithms)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 개선방안 연구

55

<그림 4-1> 분야별 AI 신뢰성 검증도구

□ 그러나 이러한 기존 검증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통계생산에 특화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AI 기술 활용통계에 적합한 검증기준이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

◦ 따라서 실험통계 작성 활성화를 유도하고, AI 기술 활용 통계생산에 특화된 품
질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 또한, AI 기술 국가통계 적용 시 표준화된 방법 부재로 기존 조사방법과 비교우
위측정의 어려움이 있어 인공지능(AI)기술 표준화 및 평가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 정부, 산하기관, 학회, 민간 등으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비용
및 시간 등의 측면에서 정부기관에서 관리가 어려운 경우 민간자율기구45)를 활
용하고 정부는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3. 국가통계 관리체계 재설계

□ 앞에서 살펴본 도입쟁점 사항이나 승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과학 시대 정
부의 역할 분석을 통하여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재설계해 보고자 하였다.

◦ 통계(Statistics)의 어원은 ‘국가의 상태’이므로 이에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데이
터 수집, 분석방법 등 국가통계 생산전략 재설계가 필요하며, 여기서 정부는 단
순히 데이터 공급자가 아닌 선도자, 촉매자, 활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

45) (예시) 미국의 MRC(Media Rating Council), 유럽의 민간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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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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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도 공개

촉매자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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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자
(user)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내부 의사결정의 개
선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고급 분석 서비스를 제공. 오픈데이터
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가 민간 영역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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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국가통계,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AI가 통계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로 분산 및 개별 관리되고 있다.

◦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는 물론, 법률의 제・개정과 민간 연구 등에 데이
터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이에 각 부처에서 입수한 행정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상이한 기준을 표준화
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조직 내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유사기
능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 관리와 데이터관
리 기능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통 계

통계 기준

→

자료 표준화

데이터

데이터 기준

→

데이터 표준화

→

자료 입수

→

→ 데이터 확보 →

통계 생산
데이터 정제

→

통계 서비스

→ 데이터 서비스

<그림 4-2> 통계와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 따라서 데이터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의 신
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통계조직 및 관리체계 재설계 방향을 검토해 보았다.

3.1 통계기준 표준기관

□ 먼저,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통계작성 시 사용되는 각종 통계기준
을 표준화함으로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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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데이터와 국가통계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데이터와 국가통계의 통합 관
리가 불가피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새로
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간 융복합이 필요하다.

◦ 현재 한국은 분산형 통계제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통계생산은 분산형이 일반적
이지만, 통계기준은 집중형으로 운영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다.

◦ 통계기준은 국내에서 집중형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외관계에 있어서도 집중형
이어야 하며, 통계조정의 집중형 및 강화 그리고 조정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통계기준의 집중형과 강화는 국가통계의 생산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 최근 국가통계와 관련된 주요 환경변화 중 하나는 ‘융복합화’이며 이에 대한 적
극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지식의 융복합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설
립이 필요하며, 이 전문기구는 통계를 산업화하고 민간과 협업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 따라서, 승인제도 등 국가통계 관리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자 한다.

◦ 현재 통계청 통계기준과의 업무는 통계자료의 수집・분류・처리・분석 등 통계
활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서 ① 어떤 현상 전체를 유사성과 차별성에
따라 배타적 또는 포괄적이 되도록 적합하게 구분하는 통계분류 ② 조사대상,
조사사항, 조사항목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통계용어 정의 ③ 통계자료의
46)

정확한 분석・처리를 위한 통계기법의 표준화 등을 통칭한다고 되어있다.

◦ 또한, 통계예산 사전검토는 경제통계심사조정과에서, 조사표 및 통계방법연구는
통계방법연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통계기준에는 통계분류뿐만 아니라 통계용어, 통계작성기법까지 포함되며 사실
통계를 작성한다는 것은 통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통계분류, 통계용어, 통계예산, 조사표서식,
통계방법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통계기준의 표준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계기준 표준기관’을 제안하고자 한다.

46) 예시: 제조업・서비스업의 범주 설정, 실업자의 범주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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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화에 대한 개념을 통계생
산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표준화(Standardization)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문
제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상태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되
어진다.

◦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이 바로 표준(standards)을 의미하며, 표준은 합
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며,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규칙, 가이드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로 정의할 수 있다.

◦ 또한, 이러한 표준은 과학・기술 및 경험에 대한 총괄적인 발견 사항들에 근거
하여야 하며, 공동체 이익의 최적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의 기능은 사회・경제적인 효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생산의 모
든 과정에서 생산효율과 품질을 향상시키며, 국제표준과 국가표준의 부합화는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이다.

◦ 표준의 효과는 호환성(Compatibility)이 가져오는 네트워크 외부효과와 생산과정
의 혁신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통계나 서비스,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통일된 방법으로 제공하여 비용을 감소시키고 수요자에게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 통계기준 표준기관에서는 통계기준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통계작성기관 및 민간
연구소 등이 개발한 통계기준을 인증하여 표준으로 관리해야 하고 부가가치를 창
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표준과 관련하여서는 인식이 높고, 정부기관인 ‘국가기술
표준원’을 중심으로 ‘한국표준협회’, ‘표준과학연구원’ 등 다양한 민간과 공공기
관이 협력하여 선도하여 가고 있으며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데이터 사전’도 체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ISO/IEC47) 지침서 2’는 표준을 기본표준(basic standard), 용어표준(terminology
standard), 시험표준(testing standard), 제품표준(product standard), 공정표준(process
standard), 서비스표준(service standard), 공유표준(interface standard), 데이터관련표
준(standard on data to be provided)으로 분류한다.
47)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지적, 과학, 기술, 경제 등 일반
분야의 국제표준 제정, 보급/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전
기전자 분야의 국제표준 제정,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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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국가통계 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통계기준 표준기관’ 은 크게 통
계분류표준, 통계작성표준, 통계방법표준 3가지 분야로 조직해 보고자 한다.

◦ 통계분류표준은 어떤 현상 전체를 유사성과 차별성에 따라 배타적 또는 포괄적
이 되도록 적합하게 구분하는 통계분류 표준화다.

◦ 통계작성표준은 조사대상, 조사사항, 조사항목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통
계용어 정의, 조사표, 통계작성단가 등의 표준화다.

◦ 통계방법표준은 통계자료의 정확한 분석・처리를 위한 통계방법(기술) 표준화다.

<그림 4-3> 통계기준 표준기관 조직도(안)

가. 통계분류표준

□ 분류의 사전적 의미는 ‘종류에 따라 가름’, ‘같은 성질을 가진 것끼리 종류별로
나누어 놓는 것’ 등으로 통계를 작성한다는 것은 결국 데이터를 특정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분류는 세상을 인식하는 수단이며, 분류는 자료 간의 연계성 및 비교 가능성 제
고를 위한 필수 인프라이기 때문에 분류운용의 확대 강화가 필요하다.

◦ 세상을 인식할 때 그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물이나 현상을 분류하지 않고서
이 세상을 인식할 수 없으며 인식하기 위해서는 분류하고, 비교하고, 범주화하여
야 하기 때문에 국가분류 지식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통계청에서는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국제
분류를 기초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 7종의 표준분류(통계법 제22조의
규정)를 비롯하여 총 35종의 통계분류를 작성・운영하고 있다.

◦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고
있으며, 표준분류는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작성 시 본 분류를 사용하도록 구속
력을 부여하는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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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목적분류는 표준분류(산업, 직업) 중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분류를 선정하여 재
구성한 분류이며, 해당 분야의 통계작성 및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분류이다.

◦ 일반분류는 관련분야 통계 작성 및 개발 초기 분류의 검증, 분류의 안정성 확보
를 위해 운영하는 분류이다.
<표 4-16> 통계청 통계분류 현황(2021. 11월 현재)
구

분

종수

▪ 표준분류

분류 내역

7종

산업, 직업, 무역, 질병사인, 목적별 지출, 교육, 건강 분류

산업

19종

콘텐츠, 물류, 스포츠, 관광, 에너지, 환경, 로봇, 저작권, 공간정보, 디
자인, 사회서비스, 소방, 농림축산식품, 신재생에너지, 이러닝, 재난안
전, 정보통신기술, 지식재산서비스, 해양수산업 분류

직업

3종

전문기술인적자원, 정보통신기술직업, 고용직업 분류

▪ 일반분류

6종

한국재화 및 서비스용도, 가계수지항목, 생활시간조사행동, 한국종사상
지위, 한국행정구역 분류, 한국재화 및 서비스 분류

합계

35종

▪ 특수분류

□ 통계분류는 통계작성 이외에 행정기관의 대민정책 집행과 관련된 창업, 공단입주,
세제혜택, 보험적용 등의 기준으로 315개 법령48)에서 준용(적용)되고 있다.

◦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분류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아, 국민들과 분류를 준용하
는 정부기관 이용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통계분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분
류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 통계기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분류상담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분류운용을 하고
있으며, 분류운용은 분류공표(책자 및 웹페이지), 분류질의에 대한 답변, 분류교
육, 통계승인 시 분류검토, 분류활용실태조사(통계 및 법령)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덧붙여 통계개발원에서는 인공지능기반 통계분류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내외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그러므로, 통계분류표준 부서는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
일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분류를 표준화하는 업무를 수행해
야 한다.

48) 3대 표준분류별 : 산업분류 150개, 직업분류 21개, 질병・사인분류 144개(‘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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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분류개발과 운영을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분류에 대한 대내・외적 거버넌스 확대・강화도 필요하다.

나. 통계작성표준

□ 다양한 통계작성기관이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분산형 통계 제도하에서는 통계별로
다른 용어 사용 가능성이 상존한다.

◦ 특히 신규통계 작성, 조사항목 변경, 통계자료원 다양화, 어휘사용 행태 변화 등
에 따라 통계용어의 추가, 삭제, 수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따라서 동일한 통계개념에 대해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가 사용되고 해석될 수 있
도록 통계용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 이에 통계청은 통계용어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고, ‘19년부터 한국통계용어 종합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 국가통계 작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통계용어에 대해 표준화된 개념, 정의 등을
적용함으로써 국가통계의 일관성 및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특히 빅데이터, 데이터 과학 등 통계생태계 변화를 반영하며, 자료수집・활용・해
석에서 표준화된 통계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기 위해서 추진 중이다.

1단계(2019)

2단계(2020〜2022)

3단계(2023)

통계용어 현행화(423개)

통계용어 표준화 및 체계화

실용화·서비스 다양화

<그림 4-4> 단계별 추진계획(안)

□ 이외에 한국통계학회는 영문 통계학 용어를 번역하여 영-한, 한-영 용어 대조표
검색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한국은행은 경제통계, 주택금융통계 등 특정 주제별
통계용어를 해당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 또한,

통계조정업무에서는 통계데이터베이스49) 구축을 위해서 통계를 공표하는

49)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 ④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
는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로 작성하여야 한다.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의 표준화
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28조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이하 “통계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표준분류코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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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국민들이 해당 통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
이스(DB)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DB의 통계자료와 설명자료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여기서 말하는 ‘통계DB 표준분류코드’에는 분류ID, 자료코드의 구성, 자료코드
명, 자료코드ID 등 분류에 대한 모든 요소를 표준화한다는 것이다.

◦ 다만 표준분류는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의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한 가장 주된
통계기준이지만, 통계조사표 및 행정보고양식 등은 무수한 데이터 형식과 내용
의 집합으로 되어 있으므로 표준분류로 데이터 표준을 모두 커버하는 것은 한계
가 있다.

◦ 결국,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널리 활용(신규통계, 항목대체, 검증 등)하기 위
해서는 용어의 정의, 항목구분, 코드구분의 통일이 필요하다.

□ 한편, 최근에 들어 비대면조사, 공공데이터 활용 등 자료수집 방식이 다양화되어
전문적・과학적 조사표 설계의 중요성50)도 커져가는 상황이다.

◦ 사생활노출 기피 등에 따른 조사 불응률 증가로 응답부담 경감을 위해 응답자
친화적 조사표 구성이 필수이며,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
에 따른 다양한 매체활용 증가로 조사도구에 적합한 조사표 설계가 필요하다.

◦ 원격조사에 최적화된 조사표 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비대면 조사의 응답자
이해도와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한 응답자 중심 조사표 설계가 필요하며, 모바일
등 전자조사에 적합한 조사표 설계 방안 제시도 필요하게 되었다.

□ 또한, 데이터3법 개정・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법률 제정 등으로 공공・민간데
이터 활용 여건이 대폭 개선51)되어 다 출처 데이터를 연계한 통계적 활용이 폭발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조사항목의 행정자료 대체・접목 확대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항목이나
코딩 등을 표준화하고 조사표 및 행정서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성・보급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을 통계작성기
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통계자료와 설명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50) GIGO(Garbage In, Garbage out) : 정확한 공공통계생산은 좋은 데이터 수집에서 시작, 원자료가 좋지
않으면 멋진 분석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음
51) 통계청의 행정자료 입수(종수) : (’11) 131 → (’15) 172 → (’20)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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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수집 시 데이터 간 연계(공공데이터∽조사데이터) 및 데이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자료 서식(원자료 수집조사표)을 표준화 하고, 행정서식 사전
검증도 필요하다.

□ 한편, 통계조정 업무는 국가통계가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 통계 자원(인력・예산 등)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응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복 통계를 사전에 방
지하는 등 통계작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특히 조정수단 중의 하나로, 제한된 통계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정부 통
계예산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 부처별 통계 예산을 국가 전체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통계의 중복 방지 및 우선
순위를 검토하고 통계작성 재원배분의 효율성 강화와 객관적 근거기준을 바탕으
로 통계예산을 검토하여 국가통계의 사전적 품질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 이에, 통계예산 산출기준(표본규모 적정성, 조사난이도)을 마련하고, 마련된 단가
기준을 기반으로 조사원 1인 1일 업무량, 답례품 단가 산정 등 단가기준 고도화
및 심사 객관성 제고 등 통계예산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또한 데이터 활용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행정자료 활
용제고를 위해 통계작성기관이 사용하는 통계용어, 항목 등을 아울러서 데이터
사전을 개발하고 인증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사전(Data Dictionary)이란 통계 조사표 설계 시 포함되거나 명확하게 하
여야 할 표준적인 기준(데이터의 정의, 코드형식-영숫자 및 자료단위, 데이터 항
목, 산식, 출처 등)을 체계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을 말한다.

◦ 호주나 캐나다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호주통계청에는 센서스 품질관리,
조사표 변경 내용, 센서스분류, 센서스 용어 등을 수록52)하고 있다.

□ 그러므로, 통계작성표준 부서는 통계용어의 (조작적)정의, 조사항목, 조사표, 통계
작성단가 등을 표준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서식의 표준화로 행정데이터 이
용을 확산시킬 수 있다.

◦ 조사대상, 조사사항 등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각종 자료연계 및 활용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서식의 표준화로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52) 호주통계청의 Census Data Dictionary(2010,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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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방법(기술)표준

□ 통계학은 조사나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추
론하는 학문으로서, 통계적 방법(statistical method)은 실험 계획, 데이터의 요약이
나 해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근거를 제공하며, 폭넓은 분야에서 응용되어 실
생활에 적용되고 있다.

◦ 통계적인 데이터를 써서 논의를 진행하는 방법과 데이터의 해석에 수리통계학적
방법을 응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널리 쓰이는 데, 특히 데이터의 불균일에 주목
하여 그에 대해서 확률적인 사고방식을 적용한다.

◦ 지난 몇 세기 동안 통계학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널리 활용되
면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인문학까지 아우르는 매우 융합적인 분야
로 성장했다.

◦ 최근에는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석이 각광을 받으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
요해지고 있다.

□ 통계방법연구실에서는 통계작성 방법, 조사표 실험 및 데이터정보보호에 관한 연
구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 조사설계, 자료처리, 추정 등 통계작성 방법에 관한 연구, 조사표 실험에 관한
연구, 데이터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국가통계 생산을 위해 데이터과학
기술 활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표본기법, 가중치 보정, 모형기반 추정, 소지
역 추정, 통계적 추론기법 등 통계방법 연구·개발을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

◦ 물론 통계개발원에서 국가통계방법론 개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변화를 반영한 통계방법(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 한편, 인공지능 국제표준은 2016년 알파고 출현 이후,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개발
과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2017년 12월에 설립된 인공지능 국제표준화위원회
(ISO/ICE JTC 1/SC 42)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신뢰성 및 윤리, 활용사례,
인공지능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AI) 기술 국제표준화회의

53)에

참가하여 AI 데

53) 제5차 인공지능(ISO/IEC JTC 1/SC 42) 국제표준화 회의(’20. 4.), 제6차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회의
(’20. 10.)에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등 30여 개국 전문가 200여 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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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데이터 품질, 신뢰성 및 산업 활용 등 전 영역에서 기술 논의를 선도하며,
이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

◦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인 AI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작업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
지능의 표준화를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의 프레임워크와 서비스 생태계, 머신러
닝용 데이터 품질54) 기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eXplainable AI)55)’에 대
한 신규 표준화 작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이에, AI 기술의 대표성을 부여하여 AI 기술을 표준화하여, 정책변화 방향에 맞추
면서도 실질적인 AI 도입 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통계
방법 표준기관이 필요하다.

◦ 또한, AI 기술에 관한 품질측정 기준 마련과 표준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
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AI 기술 활용 통계의 품질기준은 이와 연계하여 수
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기관 간 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그러므로 통계방법표준 부서는 통계자료의 정확한 분석・처리를 위한 통계방법
(기술)을 표준화하고, 실질적인 인공지능 기술 등 新 통계방법 도입에 필요한 기
능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특히 AI 기술표준을 수립하고 기술 검증・평가나 활용지침 마련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AI 협업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AI 협업체에는 제1절의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분석’에서 언급했던 ‘외부 전
문자문팀’과 ‘내부 전문심사팀’ 등을 설치하여 승인심사를 지원할 수 있다.

3.2 국가통계 관리체계

□ 통계청은 국가승인통계 조정업무의 적시관리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을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한 통계작성
현황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 국가승인통계를 대상

56)으로

차년도 공표일정, 미승인 통계 및 신규통계 작성계

54) 데이터 품질은 수집·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적정한 절차와 형식 등으로 처리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AI의 성능을 제고하는 핵심요소
55) XAI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금융대출심사 결과에 대하여 “Why”에 대한 논리적 인과관계
를 설명(EU(GDPR)는 ’18년부터 설명 의무화)해 주는 등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기술이며, 현
재 연구개발이 활발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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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승인통계의 지속 작성 여부를 파악하고,
미승인 및 신규통계는 차년도 미승인 통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 또한,

전년도 정기・수시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미승인 통계의 통계작성승인

필요성 검토를 통하여, 승인 대상이 되는 통계의 승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 한편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승인제도와 품질진단제도 간의 유기적인 연계
를 통해 통계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통계 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서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표 4-17> 선순환제도 개선 기대효과
개선안

기대효과
∙통계개발・개선 권고사항 및 승인신청이 연계되어 승인과
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통계기반정책, 국가통계승인
제도, 품질관리제도 업무 통
합조직 운영

∙심사 권고 사항 이외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지며 사후 품질진단 개선과제 연계프로세스
구축이 수월해짐
∙통계수요조사 결과가 통계개발・개선 단계로 환류되는 과
정이 간소화되며 통계개발의 적합성 및 활용도 제고가 가
능해짐

∙ 통계작성 승인과 변경승인의
차등화 관리 및 품질진단

∙승인절차의 간소화 및 통계작성 방식에 따라 효율적인 품
질관리 가능

∙ 승인통계와 실험통계로 이원
화하여 승인 및 품질관리

∙기존의 통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통계의 활용도
제고

◦ 그래서 승인과 품질관리 연계형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확립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통계품질진단이 국가통계 승인관리제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이
는 국가통계 품질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다.

◦ 조사·가공통계의 경우 통계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작성되며 일차적으로 일반통
계로 관리되며, 보고(행정)통계의 경우는 일반통계로 되어 원칙적으로 통계작성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 통계품질진단의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국가통계는 ‘인증 국가기본통계’
로 관리하여 통계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고 통계의 신뢰성을 높인다.

56) ’21년 기준, 430개 기관, 1,26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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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통계품질진단과 인증체계는 앞에서 언급한 ‘통계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품질인증이 된 통계 및 원시자료는 상품성을 인증할 수 있어 통계산업
화의 단초를 제공한다.

◦ 이를 추진하기 위해 통계 관련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통계활동과 관련된 일들을
산업화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 통계청의 국가통계 작성 승인(협의) 사항은 명칭, 종류, 목적, 사항, 대상, 기준시
점, 기간, 주기, 방법, 자료수집체계, 분류, 기준, 조사표, 보고서식, 공표서식, 국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 승인(협의) 제도의 취지는 국가승인통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신뢰성을 제
고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통계작성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개선요구 대상은
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통계제도 운영의 효
율성 확보 등이다.

□ 그러므로, 국가통게 AI 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통계기준표준기관’을 설립하고,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통계승인관리기관-통계기준표준기관-통계작성기관’ 간 협의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림 4-5>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 관리체계(안)

◦ ‘통계기준표준기관’은 통계기준 및 AI 기술 검증・평가・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승인심사를 위한 품질검증 및 AI 기술 평가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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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기준표준기관’은 통계분류, 통계작성, 통계방법(기술)을 표준화하여 ‘통계승
인관리기관’에 통계기준 및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승인심사를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통계작성기관’에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작성지침을 배포하고 컨설팅을 수행
하는 등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여 실행해야 한다
[(김정민, 2020) 재인용].

□ 국가통계 관리체계 변화에 대응해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승인관리기관 간 데이터
과학 기술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 도
입의 성과를 상승시키고 국가통계 혁신의 시기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다.

◦ 또한 이 과정에서 국가통계 승인과 품질진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선순환 구조
가 확립되고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향후, 데이터과학 기술을 활용한 국가통계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사례연구나
품질진단체계 및 지표를 마련하고 품질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품질진단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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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개선 방안 연구는 데이터과학 기술을 활용한 통계를 국
가통계로 승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 ‘제2장 데이터과학 활용통계의 개념 및 특징’에서는 데이터과학 활용통계의 개념
과 특징을 요약하고, 국가통계 생산에 데이터과학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 ‘제3장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제도 및 적용사례’에서는 국내 및 해외의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관리제도 및 활용통계 사례를 살펴보고 도입 쟁점사항을 도출하였다.

◦ ‘제4장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국가통계 적용분석’에서는 데이터과학 활용통계를
유형별로 모의 승인 심사하여 승인프로세스 표준화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제
도 및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기초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 먼저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대상통계를 모니터링하여 발굴하고, 실험통계 지침에
따라 유형별로 모의 승인 심사하여 승인 프로세스를 설계해 보았다.

◦ 모의 승인 심사결과 빅데이터 및 AI에 쓰이는 방법이나 추정기법에 관한 지식과
활용가치를 확인하여 국가통계로 승인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 다만 데이터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AI 모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
으며, 각 데이터 분야마다 사용되는 방법과 추정기법, 평가지표도 다르게 사용되
기 때문에 하나의 평가 기준을 세워서 판단할 수 없었다.

◦ 따라서 외부 전문자문과 통계청 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심사팀을 구성하고 국
가통계로 승인 심사하는 품질측정의 절차가 필요하였다.

◦ 이러한 승인절차 시스템을 거치는 과정에서 실험통계 모델 알고리즘과 평가지표가
생성될 것이며, AI 알고리즘 진단 척도 등을 표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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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통계품질 검증기준을 검토하고 데이터과학 기술을 국
가통계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AI 기술 활용 통계작성 시 기존 조사방법과 비교우위측정 및 검증의 어려움이
있어 신규통계 생산에 적합한 검증된 알고리즘 및 평가기준을 확보하고자 하
였다.

◦ 그러나 국내외에서 표준화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표준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AI 알고리즘의 품질 측정은 표준화된 기준이 존
재하지 않는다.

◦ 다만 UNECE는 QF4SA를 통해 통계적 알고리즘(AI 포함)의 품질 측정에 고려되
어야 할 거시적 진단 목표로 설명가능성, 정확성, 재사용성, 적시성, 비용효율성
등 5가지를 척도로 제시하고 있다.

◦ 그래서 데이터과학 기술의 국가통계 단기적용을 위해 국내외 학계, 민간 등에
기 존재하는 AI 신뢰성 검증도구의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
존 검증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통계생산에 특화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므로 AI 기술 활용통계에 적합한 검증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따라서, 실험통계 작성 활성화를 유도하고, AI 기술 활용 통계생산에 특화된 품
질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과학 기술을 활용한 국가통계 기준 설정과 데이터 과학 시
대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재설계 해보았다.

◦ 먼저 국가통계 관리제도 기반 마련 및 데이터과학 기술 체계적 검증·평가·활용을
위한 통계분류표준, 통계작성표준, 통계방법(기술)표준 업무를 수행하는 통계기
준표준기관 설립을 제안하였다.

<그림 5-1> 통계기준 표준기관 조직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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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기준표준기관’은 통계기준을 표준화하여 기술 검증・평가・활용 지침을 마
련하고, 승인심사를 위한 품질검증 및 AI 기술 평가기준을 확보하는 등 AI 기술
도입을 위해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통계기준표준기관’은 ‘통계승인관리기관’에 통계기준 및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
공하고 승인심사를 지원하며, ‘통계작성기관’에 작성지침 배포 및 컨설팅을 수행
하는 등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여 실행해야 한다.

◦ 이 과정에서 국가통계 승인과 품질진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선순환 구조가 확
립되고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림 5-2>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 관리체계(안)

□ 또한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통계승인관리기관-통계기준표
준기관-통계작성기관’ 간 협의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특히 국가통계 관리체계 변화에 대응해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승인관리기관 간
데이터과학 기술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 도
입의 성과를 상승시키고 국가통계 혁신의 시기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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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향후 방향

□ 현재, 국가통계,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AI가 통계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로 분산 및 개별 관리되고 있다.

◦ 이에 데이터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통계조직 및 관리체계재설계 기본방향을 검토해 보았다.

◦ 국가통계 AI 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 통계기준, 품질관리 운영 및 데이터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통계생산 승인관리체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변화하는 통계작성 환경에 부응하는 통계생산 거버넌스 구축 및 국가통계 관리
범위・관리방식 개편 등 관리체계 개선에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

□ 또한, 본 연구결과가 데이터과학 활용통계를 국가승인 통계로 포괄하기 위해 필
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 데이터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향후, AI 기술 국가통계 적용 시 표준화된 방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인공지능(AI)
기술 표준화 및 평가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 학회, 민간 등으로 전
문가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다만 비용 및 시간 등의 측면에서 정부기관에서 관리가 어려운 경우 민간자율기
구를 활용하고 정부는 기술 지원을 할 수도 있다.

□ 또한, 데이터과학 기술을 활용한 국가통계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사례연구나
품질진단체계 및 지표를 마련하고 품질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품질진단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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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해외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주요 도입사례
<부표 1> 해외 각국의 AI・빅데이터 통계 주요 도입사례
국가
(활용기관)
미
국

(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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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값 식별

테스트단계

월별 소매 거래 조사 및 분기별 소매 상품 조사에 스캔 데이터 활용

도입

국제 무역 데이터 이상 값 검출

도입

인구 조사를 구성하는 이민허가 변수에 대한 결측 값 대체

도입

인구 조사 신규 컨텐츠 수요 분석

네덜란드
(통계청)

인구 조사를 구성하는 이민 허가 변수에 대한 결측 값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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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무응답 매커니즘의 모델링

스위스
(연방통계청)

오스트리아
(통계청)

도입(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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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도입(한시적)

루마니아
(통계청)

EU-SILC 등록 통계 표본의 질 개선

도입

핀란드
(통계청)

경찰청 교통사고 보고 문건에 기반해 사고 내역 자동 분류

도입

벨기에
(통계청)

구인공고별 알맞은 경제 활동 통계 분류 코드 예측

룩셈부르크
(통계청)

테스트단계

민간 기업의 스캐너 데이터를 활용해 상품 분류 코드 추천

도입

근로 환경 조사 데이터 검증을 위해 머신러닝 도입

도입

출처 : 김정민 외 2(2020), ‘AI기술의 국가통계 활용 사례 및 국내 도입 촉진방안’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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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내외 공공기관 인공지능 적용사례
<부표 2> 국내외 공공기관 인공지능 적용 사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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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
를 위한 최적경로 산출 등

인사정책 지
원 플랫폼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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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불편
사전 예측

대구시

내부 공무원들이 시민불편신고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탑
재하여 민원빈발지 예측, 처리부서 자동지정 등을 수행
(예정)

EMMA

국토안보부

SGT STAR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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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검사
대상 선정

네바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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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TRAC

피츠버스시

신호등에 센서를 부착하여 발생한 데이터로 교통흐름 최적화

FireBird

아틀랜타 주

화재 가능성이 높읕 빌딩을 예측하기 위하여 5년간의 데
이터를 활용

PAWS

우간다

계약지원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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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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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Amelia

엔필드시
의회

일본

인공지능
사무자동화

요코하마시

RPA(Robot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한 행정업무의 인
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

일반

회의록
작성지원

동경시
미나토구

인공지능의 자연어처리를 활용한 회의록 작성의 자동화 시
스템

국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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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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부표 3> 국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현황
분야

제조공
정

물류

정비

기업

사례

포스코

스마트 인더스트리 플랫폼 ‘포스프레임’을 광양제철소 후판공정에 도
입함. 하루 30억 개 데이터를 분석하여 불량률을 진단하고 작업실 내
유해가스, 소음, 온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설비 이상징후를 진단함

수아랩

나염 공정 불량검사에 인공지능을 도입함. 정상제품에 대한 레퍼런스
이미지를 생성해 등록하면 기준 이미지와 다른 부분을 실시간 검출
하여 불량을 체크함. 딥러닝 기술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결함을 분류

LS산전

센서를 통해 공정단계를 실시간 체크하고 불량률을 점검. 향후 인공
지능이 최적의 공정 단계를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삼성
SDS

센서를 이용하여 주문내역에 따라 박스를 분리하고, 인공지능이 혼잡
도를 파악하여 트럭 및 컨테이너 적재 순서 및 방법을 안내

CJ대한통
운

사물인터넷(IoT)과 센서를 이용하여 물류 흐름을 실시간으로 체크하
고, AI가 배송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분류 트랙을 제시. 물류
센터 설비 최적화 방안도 분석
인공지능이 항공기 운항회수, 거리 데이터를 분석하여 항공기 고장률
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제안
사용자의 말을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한
후 다시 스마트폰으로 전달해주는 ‘s보이스’ 출시
‘어떤 약속’을 ‘누구’와 잡고 싶은지만 입력하면 개인일정을 기반으로
코노엔진이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추천

대한항공
삼성전자
코노래스

개인
비서

SK텔레콤
누구
(NUGU)
LGQ
보이스
삼성Brity
works
플런티
현대카드
버디

챗봇
삼성Brity
AIA생명
AIA온
롯데
백화점
신세계
쇼핑
이마트
SK플래닛
11번가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기능을 적용한 음성인식 개인 서비스용 디바이
스. 음악 청취, 스마트홈 제어, 자체 조명 및 개인비서 등의 기능을
제공
LG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서비스 된 음성인식 기반 개인비서 서비스
로 스마트폰과 스마트TV 등에 적용. 검색, 전화연결, 문자보내기, 어
플리케이션 실행, 사진 촬영, 타이머, 알람 작동 등 스마트폰의 다수
기능을 음성 명령으로 실행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AI 기반의 대화형 업무 자동화 솔루션. 사람의 말을 이해하여 지시에
따라 단순/반복/비생산적인 업무를 수행. 가령, 데이터 검색 및 보고
서 생성, 실적 보고 등의 일을 맡음
상황에 맞는 메시지 응답을 손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챗봇
사용자가 현재 위치한 곳 주변이나 특정 지역에서 외식을 비롯해 주
말 무료주차, 발레파킹, 주유, 쇼핑, 영화관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누
릴 수 있는 혜택을 안내
자연어로 대화하며 고객이 요청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수행하는 대화
형 인공지능 플랫폼
인공지능 상담사가 학습한 대화를 기반으로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계약정보를 확인, 계약을 확정하는 음성서비스를 제공
고객의 구매 패턴, 선호 브랜드, 구매 금액 등을 분석하여 제품을 추
천함
인공지능 ‘S마인드’를 활용하여 고객 개인의 취향을 분석해 선호하는
브랜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쇼핑정보와 세일정보를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을 통해 전달함
휴머노이드 로봇이 고객의 얼굴을 보고, 나이 및 성별을 파악하여 적
합한 상품을 추천해주고, 매장을 안내해 줌
상품 추천 서비스. 상품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11번가의 스마트폰
용 소프트웨어(앱)에서 검색하면 사진 속 상품의 색깔과 재질,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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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딥러닝 알고리즘이 분석, 가장 유사한 상품을 찾아 줌. 이 외에
도 딥러닝(Deep Learning･심층학습)을 간편결제 서비스인 ‘시럽페이’
에 적용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
는 동시에 관련 정보가 시럽페이에 자동 인식되어 입력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구현

세이바이

평소 구매 선택이 어려운 상품군인 피부미용, 헬스 트레이너, 패션을
초기 시장으로 선정. AI와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1:1 실시간 채팅
을 통한 상담 및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 최신 트렌드 상품이나 고
객 특성에 맞는 상품을 맞춤형으로 추천. 간단한 사전 질문만으로 소
비자의 성향을 파악한 컨시어지가 더욱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인공기술을 적용해 나갈 예정

카카오
‘루빅스’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개개인의 콘텐츠
소비 패턴을 지속해서 기계 학습해 개인 관심사에 최적화된 콘텐츠
를 자동으로 추천

네이버
‘엑스아이
(X-eye)’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이미지가 자사 사이트에 올라오면 24시간 365
일 실시간 감지를 통해 검색 노출을 막음

여행

네이버

인공지능 기반 ‘코나’는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네이버 서비스 사
용기록 및 이용 콘텐츠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관심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행지와 경로를 추천함

음식

롯데제과

제과 및 음료사업에서는 해외 시장정보, 블로그･페이스북 후기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해 최근 트렌드를 분석하고 신제품 개발에
응용

자율
주행

기아

‘드라이브 와이즈’ 주행기술을 통해 고속도로 자율주행, 혼잡구간 주
행지원, 비상시 자동 정차 등이 가능

드론

유비파이

영상기반 3차원 위치 인식 및 지도 작성 기술, 신호처리 및 제어 기
술 등을 결합하여 사람의 조정 없이 자율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개
발함. 향후 기상 관측, 환경감시 등에 활용할 예정

법률

헬프미

의뢰인이 채무지급 관련된 사실을 입력하면 법률적 효과를 파악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적법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인
공지능을 개발

금융

카카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보어드바이저’가 개인에
맞는 투자자문사를 안내하고 자문

바로풀기

‘자동답변’ 기술
∙ 한글 이미지 처리, 수학 수식엔진과 딥러닝 기술을 통해 개발
∙ 학생이 질문 사진을 찍어 올리면 20여 단계를 거쳐서 사진 속 수
식, 글자, 이미지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즉시 기존 바로 풀기 답변이
있는 백만 개 이상의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한 질문을 찾아서
풀이과정과 답을 알려줌

뤼이드

인공지능 기반 개인교습 시스템(AI-based Personal Tutoring System)
을 통해 시험 목표점수를 빠르고 저렴하게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서
비스 제공

네이버
파파고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4개 국어의 모든 언어 조합을 번역
해주며, 텍스트나 음성 외에도 사진 속 문자까지 통번역 가능

삼성
Bright AI

AI 기술을 활용해 대용량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분석하는 기업통합분
석 플랫폼

LG
DAP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시각화까지 일련의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

SK
에이브릴

대화, 자연어 이해, 자연어 분류, 검색 및 평가, 문서 변환, 언어번역,
이미지 인식, 성향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8종의 API 를 공개

컨텐츠
추천 및
필터 링

교육

번역

인공지
능 빅
데이터
플랫 폼

출처 : 이재호 외(2019),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분야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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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해외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부표 4> 미국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현황
기업

분야

사례

구글

자율주행, 헬스케어,
로봇, 스마트홈

Deep Mind의 알파고, 자율주행 자동차 진행, 헬스케어
등에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특히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성인식 AI기기인 구글 홈 개발

아마존

음성인식, 물류,
자율주행

음성인식 AI 플랫폼 알렉사를 적용한 ‘Echo’ 개발, 알렉
사의 적용 범위를 온라인 쇼핑,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음. 미국 물류창고 20곳
에 4만 5000대 로봇이 임무 수행. 또한 딥러닝을 활용한
계산대 없는 매장 사업 진행 중

애플

음성인식, 스마트홈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으며 최근
의료분야 사업에 인공지능을 추진하고 있음. 음성인식
‘시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홈팟을 진행 중

마이크로
소프트

음성인식,
의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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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

기술개발,
로봇,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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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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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5> 중국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현황
기업

분야

사례

샤오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화웨이

인공지능,
스마트홈

스마트기기용 인공지능 엔진, 스마트홈 플랫폼 구축 진행

쾅스커지

로봇, 물류

로봇과 물류, 제조업 업무가 통합된 것으로 전처리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시뮬레이션, 실제 운영에 이르기까지 처리 가능한 시스
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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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이재호 외(2019),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분야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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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국내 주요 데이터 활용 사례
<부표 6> 국내 주요 데이터 활용 사례
분야

기관명

주요 데이터

활용 사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인적 사항, 진료과목 , 병명 ,
급여비용, 투약 정보 등

민간의료기관

환자 진료기록부, 의료영상 정보,
처방원무 정보 등

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도로현황, 도로시설물 관리, 교통량,
사고지점, 피해상황 등

한국스마트카드

시간별 지역별 이동수단 승/하차 인원
등

한국은행 /
신용정보원

경제・금융 통계, 개인・법인 대출 ,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부도 등

은행 /보험/
신용카드

계좌정보, 대출, 상품거래, 인터넷 뱅킹
이용 내역, 민원, 가맹점 등

통신사/ IPTV 업체

가입자/위치 정보, 유동인구,
서비스별 트래픽/구매 내역 등

언론진흥재단 /
방송광고진흥공사

종사자, 광고시장 현황, 구독/시청 패턴,
디지털 콘텐츠, 매출 등

지자체(광역/기초)

도로/가로등 위치, 전력/가스 공급 체계,
CCTV, 주차 /횡단보도 정보 등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형, 산업입지, 택지, 부동산거래,
3차원 공간정보 등

한전/지역가스/
한국에너지공단

전력 판매, 전력 시설물, 전력
계량, 과금, 태양광 정보, 소비 패턴 등

기상청/수자원공사

기상정보, 도로날씨, 기후변화, 자연
재해, 가뭄/지하수 정보 등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바이오, 소재 등 기초과학 데이터 및
대형연구장비, 연구노트 등

참조표준데이터센터

건강지수, 수질, 인체치수 등

문화정보원

예술작품, 문화재, 역사자료, 문화 산업,
도서, 체육 정보 등

한국관광공사

관광지, 다국어 관광정보, 숙박,
음식점, 축제 정보 등

9. 제조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자재관리·구매/생산/설비관리/
품질관리 정보 등

제조공정 자동화,
재고관리, 신상품개발,
자원관리 등

10. 유통

백화점, 할인마트,
홈쇼핑, 외식업체 등

고객현황, 구매이력, 배송이력,
식자재 내역 등

상품추천 등 고객마케팅,
반품률 예측 등

1. 보건
/의료

2. 교통

3. 금용

4. 통신

5. 도시
/공간

6. 에너지
/환경

7. 연구

8. 문화
/관광

출처 : 조사학회(2019), “통계조직 선진화 연구보고서” 내부자료

환자별 맞춤형 진단・치료
서비스 제공 및 정밀의료
솔루션 개발 등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분석 서비스 및 교통사고
원인 분석 서비스 제공

맞춤형 금융 서비스 개발
및 보험사기 분석, 연체자
예측 모델 개발 등

감염병 차단 서비스, 상권
분석, 콘텐츠 추천 서비스,
광고 전략 개발 등
지능형 도시 서비스, CCTV
기반 보안 서비스,
입지분석 , 부동산 가격
예측 등
에너지 공급 제어·관리
서비스, 전력소비 패턴
분석, 자연재해 예측 등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신소재 연구 등에 활용

문화재 위험관리 분석, AI
기반 관광안내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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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통계청 통계분류 현황
구분

산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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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월기준)
분 류 내 역

한국표준산업분류 생산단위(사업체, 기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
형화한 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대외무역 거래 대상 상품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가구,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정부, 생산자 등이 수행하는 지출거래를 분류

표준
분류
(7종)

사회
(2)
보건
(2)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유아∼박사과정까지의 교육단계 Level을 의미하는 교육수준과 전공・학과를 묶어 학문
의 성격을 기준으로 재구성한 교육영역으로 구성한 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수입(경제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하는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
화한 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이환 및 사망에 관한 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분류
한국표준건강분류 건강영역과 건강수준에 관한 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분류
공간정보산업분류 공간정보 생산, 가공, 유통, 관리 등의 활동을 분류
관광산업분류 호텔, 음식점 등 관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을 분류
농림축산식품산업분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하여 표준화한 분류
디자인산업분류 제품, 시각, 디지털, 공간, 패션 등의 활동을 분류
로봇산업분류 로봇 제조 및 관련 산업을 포괄하여 분류
물류산업분류 화물운송, 물류시설운영, 물류장비제조업 등 관련 산업을 분류
사회서비스산업분류 상담, 재활, 돌봄, 사회참여 등의 활동을 분류
소방산업분류 설계, 공사, 감리, 제조, 도소매, 서비스 등의 활동을 분류
스포츠산업분류 체육활동을 지원하거나 스포츠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을 분류

경제
(19)
특수
분류
(22종)

신재생에너지산업분류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 구성한 분류
에너지산업분류 에너지 관련 제품의 채굴, 제조 및 공급활동을 분류
이러닝산업분류 신뢰성, 안정성, 국제비교성을 제고하여 조사업무 효율화 및 통계 활용성 제고
재난안전산업분류 안전 관련 제조업, 건설, 설계, 감리업, 도소매업을 분류
저작권산업분류 창작물의 생산, 공연, 방송, 전시 등 관련 산업을 분류
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 전자처리 제품을 제조하거나 전자 정보를 서비스하는 산업을 분류
지식재산서비스산업분류 창출, 보호, 활용 및 유통 등의 활동을 분류
콘텐츠산업분류 매스미디어 형태로 출판, 공개된 대량 정보나 지식을 분류
해양수산업분류 구조분석, 시장 규모 등 기초 현황 파악, 산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수산업
특수분류를 제정
환경산업분류 환경문제 관련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고용시장에서 취업알선 정보 제공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표준직업분류를 재 분류

사회
(3)

전문·기술인적자원분류 전문지식과 기술력 있는 인력활용을 위하여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동일한 능력을 요
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급인력자원 분류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정보통신 및 장치 생산과 이들의 유지보수 등 기능에 관한 관리, 연구, 지원 등 정보
통 신기술(ICT)과 관련된 직업을 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 가정에서의 가계활동에서 산출된 분류

경제
(3)
일반
분류
(5종)

한국재화및서비스용도분류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용도에 따라 분류
한국재화및서비스분류 사업체의 산업활동에서 산출된 재화와 서비스를 분류

사회
(2)
기타

생활시간조사행동분류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 그 행동을 분류한 것으
로 국가 간 통계의 비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분류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인의 해당 직업과 갖고 있는 고용 계약 형태를 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 전국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을 순위에 따라 부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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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통계용어 주요 추진결과 (2020년)

□

(프레임워크) Eurostat, 미국, 캐나다 등 해외통계청 용어체계와

」

「국가승인통계

주제분류(심사조정과, ’20.3.) 를 분석하여 구성체계(안) 마련

◦ (구성) 9개 분야 – 분야별 총 27개 주제–주제별 주제어(99개*) 선정
분야(9개)

인구

사회*

주제(27개)
주제어(99개)

1
10

6
22

노동/고용/
소득
3
10

경제/
금융
6
13

산업/
서비스
2
9

국토/
건설
3
9

환경/
자원
2
5

과학/
기술
2
7

농림
어업
2
14

* 주제-주제어: 사회일반-다문화, 사망 / 보건-건강관리, 건강보험 / 복지-노인, 빈곤・불평등 등
※ 선정용어와 주제어 간 관계성 및 주제어의 포괄성 재검토 후 확정 예정

◦ (공통)

통계주제와 별개로 통계작성 전반에 관련되는 통계학・통계실무용어,

빅데이터 및 데이터사이언스 관련 주제어 17개로 구성
구분

통계실무(조사통계)

기초통계(일반통계)

데이터사이언스

주제어
(17개)

9
(모집단, 가중치, 무응답 등)

5
(기술통계, 신뢰구간 등)

3
(기계학습, 공통개념, 통계분석)

□ (용어 목록) 중요통계(220종*) 관련 자료(보고서, 조사표, 보도자료 등)를 토대로
1차 추출 후보(2,700여 개)의 중요도 평가**를 통해 최종목록(1,887개) 작성
* 2018년 국가통계활용도지표(통계조정과) 결과 및 경제사회심사조정과 검토의견 반영
※ 활용도지표는 KOSIS 접속/제공건수, 정책 · 학술 · 언론 활용도를 종합하여 평가
** 용어선정 기준에 따라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의 중요도 평가, 3점 이상(5점 척도)

◦ 승인통계 용어 1,688개, 공통용어는 통계실무 98개, 기초통계 46개, 데이터 사
이언스 55개로 구성

전체 (1,887)
% (100.0)

통계 분야별

공통 용어

통계실무

기초통계

데이터사이언스

1,688
(89.5)

199
(10.5)

98
(5.2)

46
(2.4)

55
(2.9)

□ (용어 표준화) 공통용어 중 동일개념임에도 두 개 이상 혼용되거나, 영문 발음
을 그대로 차용한 용어 등 동의어 및 유사어 목록 27개 선정
* (사례) 가중치/가중값, 추출틀/표집틀, 편향/편의, 표본오차/표집오차, 단위무응답/개체무응답, 구간
척도/등간척도, 분할표/교차표, 레이킹비/레이킹 등
출처 : 통계청(2021), “통계용어 표준화 및 체계적 구축방안 2차연구 추진계획(안)”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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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실험적 통계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내용

비고

통계명칭 및 유사중복 여부
1-1. 통계명칭
∙ 기존 승인통계 명칭 중 유사 또는 중복되는 통계가 없는가?

핵심

1-2. 유사중복 여부
∙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의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
∙ 해당할 경우 통계의 작성단위가 동일 또는 유사한가?(학교, 가구, 사업체, 기업체 등)
∙ 해당할 경우 작성주기가 동일한가?
∙ 해당할 경우 작성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
∙ 해당할 경우 작성주기를 단축 · 기존 통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있거나 다른 데이터나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는가?

핵심

통계의 작성목적
2-1. 공익 여부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하는가?
2-2. 공표 여부
∙ 공표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가?
∙ 보도자료 또는 보고서를 발간하는가?
∙공표 시 이용자 유의사항을 적절하게 제공하는가?

핵심

∙ 작성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가?
∙ 원천데이터나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하는가?
통계작성의 사항
∙ 항목별 작성 목적은 타당한가?
통계작성의 대상
∙ 기초 자료를 가공한 형태(지수 등)로 공표하는 통계인가?
∙ 기초 자료가 국가승인통계인가?
∙ 기초 자료가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라면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가?
∙ 목표모집단과 기초 자료의 모집단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 기초 자료의 커버리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가?

핵심

－ 기초 자료의 대표성에 문제가 없는가?
－ 대표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가공이 가능한가?
∙ 기초 자료에 대한 설명서가 존재하는가?
통계작성의 기준시점ㆍ기간 및 주기
∙ 구체적인 통계작성 일정이 제시되어 있는가?
∙ 향후 계속 정기적으로 작성할 것인가?
∙ 통계작성에 사용된 데이터의 기준시점이 적정한가?
작성방법
통계 작성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유형인가?

핵심

통계 작성에 적용한 방법론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인가?

핵심

∙ 가공을 위해 사용된 기초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는가?

핵심

∙ 추정 및 가공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는가?

핵심

자료수집 체계
∙ 원천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은 적절한가?
∙ 안정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작성의 유용성
작성되는 통계는 이용자 관점에서 유용한가?

핵심

부록 9. 실험통계 이용자 유의사항 (예시)
이용자 유의사항

□ 이 통계는 국가통계가 아니며, 빅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한 통계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실험적 통계 2021-001호임을 밝혀둡니다.

□ 작성개요
○ (작성목적) 통신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인구 이동 패턴의 변화 등을 조기
에 파악, 경제ㆍ사회 다양한 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

○ (작성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단, 외국인 관광객 제외
○ (작성항목) 이동량(전체, 관내, 관외) *성별/연령대별/입지유형별/시도별/시군구별
○ (작성체계) SK텔레콤→통계청
○ (작성주기) 매주
○ (공표주기) 매주(작성기준 익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
○ (공표방법)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data.kostat.go.kr)
□ 주요용어 정의
○ (이동량) 주차별 일평균 이동건수
※ 귀가를 위한 이동은 집계되지 않음(거주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
○ (관외이동) 본인이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 타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량(건수)로 집계

○ (관내이동) 본인이 실거주하는 시군구 내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량(건수)로 집계

○ (거주지) 한 달 동안 00-06시까지 가장 오랜 시간 체류한 기지국의 위치
○ (입지유형) 상업지역, 관광지, 대형아울렛, 사무지역, 레저/스포츠시설, 주거지역/기타 6개
유형으로 분류

□ 자료의 한계
○ SK텔레콤 이동통신 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에 따라 전체인구 대비 포괄률이
완전하지 않으나(‘21.7월 기준 SKT 시장점유율은 약 41%), 통계청의 등록센서스 인구를
모수로 통신사 가입자의 지역(읍면동)/성/연령(5세 단위)별 가중치(비율)를 적용하여 전
체 인구를 추정하였음

□ 이용자 의견수렴 방법
○ 통계데이터센터 포털을 통해 인구 이동량 통계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 및 개선사항, 이용 목적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통계 및 서비스 개선․개발에 반영
□ 국가통계로의 승인전환계획
○ 이용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전수 추정방법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국가통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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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공식통계 실행지침(Code of Practice for Official Statistics)

□ UN 공식통계 기본원칙(UN 통계처 공식통계 기본원칙, 2006)
□ 유럽통계 실행지침(유로스테트 국가 및 지역통계위원회를 위한 유럽통계 실행지
침, 2005)
(1) 사용자 필요의 충족 : 공식통계의 작성, 관리 및 공표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
연구원 및 일반 국민의 현명한 의사결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공정성 및 객관성 : 공식통계 및 통계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정하고 객관적으
로 관리되어야 한다.
(3) 무결성 : 공식통계의 작성, 관리 및 공표의 모든 단계에서 기관의 이익, 정치
적 또는 개인적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4) 과학적 방법 및 품질 보증 : 통계방법은 과학적 원칙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모범 관행과 부합해야 하며, 또한 완벽하게 문서화해야 한다. 통계품질은 국제
적으로 합의된 관행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및 보증되어야 한다.
(5) 기밀성 : 공식통계 작성 중에 수집된 개인(법인을 포함한)에 관한 사적 정보는
기밀 사안으로서 오직 통계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6) 비례적 부담 : 자료 제공자의 비용 부담은 과도한 수준이 되어서는 안되며, 통
계 사용으로 생기는 편익 수준에 비례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7) 자원 : 통계활동을 위해 제공된 자원은 본 지침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
해야 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8) 정직성 및 접근가능성 : 모든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식 통계는
자세하고 정직한 해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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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국내 데이터 공동 활용 사례1)
<부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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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소비동향 정보, 농수산물
도소매가 가격 정보, 농수산물
생산량 관련 정보, 식품류 가격정보
유통채널별 판매(소비)가격 정보

가격변동에 민감한 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한 물량 조절

격오지 생활
편의시설
수요 분석

지역정보(격오지: 산촌, 어촌, 고령화)
의료시설 및 인력현황,
교통수단 시설 및 인력 현황
비상 통신시설 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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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현황, 지역 현황, 병원 현황,
한의원 현황, 한의학 처치정보,
한의학 성분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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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미등록
대상 처벌을
위한 정책 분석

반려동물 현황, 반려동물 피해
현황, 반려동물 보호장비 현황,
해외 반련동물 관련 정책

반려동물 미등록 강제 조치를 위한 현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전월세 지원
정책 분석

전월세 가격 동향, 주택 보급현황,
공공임대 주택 건축 현황,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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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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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안전부(2020),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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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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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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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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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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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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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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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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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이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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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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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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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교육시설 정보,
교과별 교육가능 인력 현황,
희망 프로그램 순위

학생 및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요예측 분석

제철 농산물
수요 예측 분석

농수산물 재배 현황, 제철 음식 수요
현황, 해외 재배 및 비축 물량 현황,
기상 및 재해 정보

김장 및 농축수산물 수급 급증에 따른
가격 폭등 최소화를 위한 물량 조절을
위한 분석

무인 택배 시설물
설치 분석

지역별 택배 수요 현황, 택배 물품
이용 현황, 유동인구 현황,
CCTV 설치현황, 1인 가구 현황,

부재중 택배 수급을 위한 무인 택배
거치소 설치

실업율 감소를
위한 분석

경제활동인구현황, 실직자 현황,
재취업 프로그램 현황, 기업체별
취업 희망 인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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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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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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로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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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민원업무
간소화 분석

행정 민원 요청 정보,
행정민원업무소요 시간 정보,
분야별 민원 현황

행정 민원 업무 자동화를 통한 간소화
서비스 확대 정책 수행

전력소비
감소정책

전력 수요현황, 에너지 소비현황, 기상
정보, 의류 및 냉난방 용품 현황

전력 소비 감축 캠페인

관광지 순환형
버스 도입 분석

지역별 관광지 정보, 예상 관람시간
예측 정보, 지자체 내 버스 이용현황,
관광지선호도조사,
관광홍보지원현황, 지역 내 관광버스
현황, 준공영버스 현황,
시내버스노선정보, 대중교통요금정보

문화재 및 지역 관광지 관람을 위한
순환버스 도입을 위한 현황 및 이용률
파악

맞춤형 복지를
위한 소득 계층
현황 분석

가계 소득 지출 정보, 인구 가구 정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현황,
경제활동조사, 가계동향조사,
여가활동조사, 국세 지방세 납부 정보

맞춤형 복지를 위한 지출 현황 기준의
지표 체계 분석

교통비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한 분석

지역별 인구현황, 대중교통이용현황,
지역별 대중교통 수단 정보,
지역별 교통비 지출 정보

노령층 및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tatistics on the
Utilization of Data Science
Hyeran Kim, Gengmin Lim, Changwon Lim, Suyeon Kim

Due to data science (big data, AI)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timely
increase in demand for statistics, new methods of data collection and statistics
have been required, and the demand for improvement of the national statistics
management system is increasing due to the activation of development for
experimental statistics.
In order to incorporate statistics for data science in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Statistics

Korea

is

promoting

a

phased

management

system

reorganization,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experimental statistics, from 2021.
Also, statistics overseas are manag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s statistical management system, and in particular, discussions are
ongoing to introduce data science technology into national statistic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ssues related to its introduction while focusing
on domestic and overseas management systems and applied cases to formalize
the production of statistics using big data and AI technology. We also prepared
a plan to improve the approval process for application to national statistics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national statistics management
system.
First, the study attempted to 1) discover the target statistics of statistics for
data science, 2) prepare the approval process improvement plan for applying
data science technology to national statistics by examining the simulated approval
based on the experimental statistics guidelines, and 3) search for technology
standardization plan for
verification standards.

data science by reviewing the statistical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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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since there are no standardized guidelines for quality measurement
of AI algorithms ye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use of existing reliability
verification tools for AI in the short term. Also, in order to prepare quality
standards that are exclusively for statistical production using AI, it was necessary
to form an organization that plays a specialized role.
Therefore,

the

Organization for

study
Statistical

proposed
standards'

the

establishment

of

the

that performs statistical

'Standards
classification

standards, statistics preparation standards and statistical method (technical)
standards, and reviews systematic verification, evaluation, and utilization of data
science technology through standardization of statistical standards. In addition,
the study also proposed a plan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such as
statistics production and quality management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national statistics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in order to expand statistics for data scien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ata science technology-centered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statistics approval agency, the standards organization for statistical standards, and
the statistics collecting agencies, as it will promote a practical system introduction
and contribute to advancing the period of national statistical innovation.

Keywords : data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national statistics,
experiment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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