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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통계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립되는 보건복지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

복지통계 자료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시의성 있는 보건복지

통계 자료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시작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은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3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정보시스템 

인프라, 기능, 어플리케이션을 보완·개선하였다. 

하지만, 통계청이 KOSIS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국가통계 

정보와 비교할 때 어떠한 차별성을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한편으

로는 조사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는 최근의 

상황 속에, 기존의 보건복지통계포털에서 가장 차별화된 영역이었으며 

다양한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생산된 마이크로데이터에 역량을 집중할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2014년도부터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을 

보건복지데이터포털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이를 

고도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주요 개편내용은 연구 DB, Micro & 

Macro data, 해외자료(해외 Micro & Macro data, 국제기구통계)로, 

데이터에 대한 다양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질 높은 

데이터 정보 공개 및 데이터 제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2015년 연구에서는 보건복지통계정보의 통합적 제공이 가능한 사



이트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이용자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용자 중심의 화면 디자인을 재설계하였고 기존의 Micro&Macro 부

분을 Data Bank로 바꾸어 데이터 저장 및 관리·제공에 대한 역할을 강

화하였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인 인포그래픽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써 통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간정보통계에서 시도통계 또는 시군

구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가 직접 지도차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통계연구실 데이터연계팀 오미애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

에 장영식 초빙연구위원, 최현수 연구위원, 진재현 전문연구원, 천미경 

연구원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주신 본 원의 김재호 부연구위원, 황남희 부연구위원, 경기대학교 

최호식 교수, 건국대학교 권성훈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보

건복지데이터포털의 고도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SI업체로 참여한 

㈜m114의 개발에 참여했던 직원에게도 감사드린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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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2015 Data portal system management and operation 
for the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information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is an important basis for the 

health and welfare policy establish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fe. As interest in the health and welfare in-

creases,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is increasingly demanded to 

serve it to user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started in 2010 had been 

developed an information system infrastructure, features, appli-

cations over the last four steps until 2013 in order to provide 

statistical services tailored to users complementary. However, in 

recent Statistics and hand distressed situation, the demand for 

building and provision of survey data increasingly higher for any 

difference there may have provided, and that, when compared 

with the national statistical information through the vast amounts 

of KOSIS. On the other hand the need to focus its resources on 

micro data produced from the existing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Portal as the most distinctive areas based on a variety 

of research has em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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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since 2014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task of re-

structuring the Information Systems in Health and Welfare Data 

Portal was conducted. This work was carried out to advanced 

level in 2015.  

Major restructuring information such as DB, Micro & Macro 

data, foreign materials (International Micro & Macro data, in-

ternational organizations statistics) were attempted to provide 

various and useful information regarding the data. It was 

meaningful to provide service system and building high-quality 

disclosure of data information.

This year, work was carried out update for the Health and 

Welfare Data Portal to focus on users. In this study, we rede-

signed the screen design and changed Micro & Macro data to 

Data Bank in order to enhance the role of the data storage and 

management offerings. Also, we have provided the infographic 

in order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a data visualization. 

Spatial information is implemented so that the user can create 

a direct map chart. 

    



요 약 <<

1. 연구배경 및 목적

보건복지통계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립되는 보건복지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

복지통계자료 제공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시의성 있는 통계자

료 서비스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국가 승인통계로 생산된 조사데

이터의 이용 및 활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가 되는 근거중심 통계 및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서비

스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분야는 많은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된 통계의 가치 있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집적화하여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할 조직 및 사이트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보건복지분야에서 조사

자료 이용자 증가 및 학문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년간에 걸쳐 수행한 다수의 조

사사업 경험을 보유한 조직으로써 마이크로데이터의 특성을 가장 잘 파

악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대규모 조사사업을 통해 

생산된 원시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통계 소비자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필

요성이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통계를 보기 쉽고, 알기 쉽게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면, 보건복지통계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을 보건복지데

이터포털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정보 및 마

이크로데이터 제공 서비스가 가능한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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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다양한 조사자료에 기반한 마이크로데이터 및 관련 

연구 리스트 작성 및 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해외 연구기관 및 국

제기구 등과 연계하여 마이크로데이터(패널 등 조사자료)와 매크로데이

터(국가별 통계지표 등)에 대한 링크 및 활용방법에 대한 메타정보를 체

계적으로 구축·제공하여 향후 보건복지통계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포털사이트를 구현하였다. 

보건복지통계정보의 통합적 제공이 가능한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2015년도 연구에서는 2014년도의 보건복지데이터

포털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이러

한 고도화작업을 통하여 보건복지분야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통계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로 구축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제2장에서는 보건복지통계포털 및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구축 및 운

영 경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되었으며, 매년 점차적으로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인프

라, 어플리케이션 등을 보안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4년에

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KOSIS의 막대한 정보와의 차별성을 두고자, 승

인된 통계의 가치 있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집적화하여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할 조직 및 사이트인 보건복지데이터포털로 개편을 진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조사와 보건

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를 분석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방향성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

였고, 올해의 고도화 사업내용인 데이터 시각화와 공간정보통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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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즈를 반영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방문한 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다양한 측면에서 실시함으로써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제4장에서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올해 개편 내용을 다루었다. 우선, 

메인홈페이지를 주요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이용

하기 편하게 구현하였으며, 신규 콘텐츠는 데이터 시각화와 공간정보통

계, 국제기구통계가 있다.

제5장에서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고도화 작업으로 데이터 시각화와 

공간정보통계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인포그래픽스 및 통계 시각화

는 이용자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를 쉽고 간결한 구조, 시각화된 정

보로 제공함으로써 통계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공간정

보통계는 시도 및 시군구 통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맞춤형 공간정보통계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tool을 개발하

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편리한 보건복지정보 서비스 환경 고도화 및 지

속가능한 시스템을 운영 ․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 중심의 화면 디자인이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정보 접근단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

계정보 서비스의 고도화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중점으로 2015년도에 개편작업을 진행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 관련 기초통

계 및 마이크로데이터, 보고통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계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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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를 향상시키고 질 높은 통계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

도록 여러 측면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다.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통계

자료의 신속한 갱신과 신규로 조사되는 기초통계 및 조사 자료의 DB 추

가적인 업무와 원시자료를 GIS와 데이터 시각화로 보여줌으로써 데이터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데이터 시각화, 공간정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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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보건복지통계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립되는 보건복지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

복지통계자료 제공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시의성 있는 통계자

료 서비스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국가 승인통계로 생산된 조사데

이터의 이용 및 활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가 되는 근거중심 통계 및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서비

스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 및 중앙행정의 권한이 지자체로 대폭 이양

되면서 지역단위 보건복지사업 계획 및 수립 시 기초자료의 필요성이 증

가하여, 최근 들어 지역통계의 관심과 요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나, 

요구 통계가 없거나 미생산되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통계로의 접근도 쉽

지 않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요구통계 및 필요통계에 대해 파악하여, 

보건복지에 특화된 통계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신규통계의 수집, 서비

스를 통합적으로 운영 ․ 관리하는 업무의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분야는 많은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된 통계의 가치 있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집적화하여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할 조직 및 사이트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보건복지분야에서 조사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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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용자 증가 및 학문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년간에 걸쳐 수행한 다수

의 조사사업 경험을 보유한 조직으로써 마이크로데이터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대규모 조사사업을 

통해 생산된 원시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통계 소비자의 만족도를 증대시

킬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다양한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이해 가능한 통

계 정보를 제공한다면, 보건복지통계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질 것이다. 

  2. 연구목적

기존의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은 통계표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KOSIS의 방대한 

국가통계 정보와의 차별성을 두고자, 연구원 고유의 다양한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생산된 마이크로데이터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2014

년부터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을 보건복지데이터포털로 개편하는 작업

을 진행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정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서비스가 가능한 사

이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다양한 조사자료

에 기반한 마이크로데이터 및 관련 연구 리스트 작성 및 분류체계를 구

축하였다. 또한 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연계하여 마이크로데이

터(패널 등 조사자료)와 매크로데이터(국가별 통계지표 등)에 대한 링크 

및 활용방법에 대한 메타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제공하여 향후 보

건복지통계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포털사이트를 

구현하였다. 

보건복지통계정보의 통합적 제공이 가능한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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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하기 위하여 2015년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의 보건복지데이터

포털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메인페이지의 구조를 바꾸어 전체메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Micro&Macro 부분을 Data Bank로 바꾸어 데

이터 저장 및 관리·제공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인 인포그래픽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통계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공간정보통계에서 시도통계 또는 시군구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하여, 이용자가 지도차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이러한 고도화작업을 통하여 보건복지분야 통

계자료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통계서비스가 가

능한 체계로 구축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1~4차(2010~2013)년 기존 포털 시스템, 통계 DB 구축 및 

운영경과 및 2014년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개편 내용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2014년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주요 

콘텐츠를 보완하고자 하며, 인포그래픽스와 공간정보통계의 신규 콘텐츠

를 개발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구축 및 개편 경과”에서는 그동안의 보건

복지통계포털 및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구축 및 운영 경과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되었

으며, 매년 점차적으로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등을 

보안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정보제공 범위는 통계표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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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DB를 구축하여 보고통계 및 조사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계관련 정

보를 제공하였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로의 개편(2014)에서는 보건복지

데이터포털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2014년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구축 방향 

제3장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 현황”에서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

용자 만족도 및 수요조사와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를 분석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방향성에 대

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의 고도화 사업내용인 데이터 시각화

와 공간정보통계에 대한 니즈를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보건복지데이터

포털을 방문한 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다양한 측면에서 실시함으로써 이

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4장 “2015년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개편 방향 및 개선사항”에서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올해 개편 내용과 개편된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우선, 메인홈페이지를 주요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

하여, 이용자들이 보기 쉽게 구현하고자 한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 각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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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를 고도화한 부분과 신규 콘텐츠인 데이터 시각화와 공간정보통계, 

국제기구통계이다.  

제5장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신규 콘텐츠 구축”에서는 보건복지데이터

포털의 고도화 작업으로 데이터 시각화와 공간정보통계 개발에 대한 내

용을 담고 있다. 인포그래픽스 및 통계 시각화는 이용자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를 쉽고 간결한 구조, 시각화된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통계자

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공간정보통계는 시도 및 시군구 통계

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춤형 공간정보통계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tool을 개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보건복지데이터 서비스 환경을 고도

화하고,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접근단계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구축 및 

개편 경과

제1절 보건복지통계포털 구축 및 운영(2009~2013)

제2절  보건복지데이터포털로의 개편(2014)

2제 장





제1절 보건복지통계포털 구축 및 운영(2009~2013)

  1.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경제성장 및 삶의 질 향상 등 국내 ·외적 환경의 변화로 보건복지통계

자료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통계자료의 효율적 제공 및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승인통계 생산의 기반이 되

는 가치 있는 조사 자료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보건복지통계DB의 성공적 구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스템 구축의 중장기적인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2009년도에 수립하였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의 추진목표는 보건복지통계 생산과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 및 정보의 흐름에 맞춘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자원에 대

한 표준을 정립하여, 보건복지통계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을 통해 [그림 2-1]의 목표시스템 구성도가 도출되었다.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 관리체계의 목표 구조는 전체 6개 체계와 하부

에 21개 서비스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계정보

포털서비스,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통계정보 관리, 메타정보 관리, 코드 

관리, OLAP(OnLine Analysis Processing) 등 6개 체계를 중심으로 하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구축 및 개편 경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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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하부에 21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된 전체 어플리케이션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그림 2-2 참조).

 

〔그림 2-1〕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목표시스템 구성도

〔그림 2-2〕 어플리케이션 전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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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축 내용

2010년

- 보건복지통계포털 구축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서비스
 ∘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
 ∘ 메타정보 제공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 기초정보관리(레이아웃, 부호화지침서, 조사표)
- 통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통계표 입력관리
 ∘ 통계표 기본정보 관리
 ∘ 통계목록관리 및 자료현황 관리
- 코드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

2011년

- 통계포털 리뉴얼 및 관리자시스템 개발
- 기능 개발
 ∘ 사이트 관리, 통합검색 서비스, 웹진서비스 
- 데이터마트 구축
 ∘ OLAP 비정형통계 서비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도입
 ∘ 데이터모델링 및 데이터 추출, RDB 구축

〈표 2-1〉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연도별 구축 현황 

  2.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으로 칭함)은 2010년 1단계 

구축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4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2009년도는 보건복

지통계DB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과 더불어 ISP 결과에서 도출

된 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본적인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는 해였다. 정보시스

템의 본격적인 구축은 ISP 실행계획 도출 후, 2010년부터 4년간 2013년

까지 수행되었다. 즉, 매년 점차적으로 4년 동안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인

프라, 어플리케이션 등을 보완 ․ 강화,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표 2-1>은 이용자에게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달

성하고자 수행한 연도별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20 2015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 관리 및 운영

연도 구축 내용

2012년

-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
- 지역통계 서비스를 위한 GIS 기능 개발
- 보건복지통계 웹진 기능 개선
- 통계포털 리뉴얼

2013년

- 통계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DB구조 재설계
- 관리자시스템 전면 개편
- 통계포털 이용자영역 고도화
 ∘ UI 전면 개편

  3. 통계 DB 구축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는 통계표 중심의 보고 통계 및 조사 통계, 마이

크로데이터, 통계관련 보고서 및 정보 등이 해당된다. 

가. 통계표 중심의 보고통계 DB 구축

보건복지관련 통계 수집은 보건복지통계포털 서비스를 위해 2010년 

정보시스템 구축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 통계까지 수

집하였고 이를 매년 지속적으로 DB화하고 있다. <표 2-2>는 2010년부

터 2013년까지 4년간 수집한 보건복지관련 보고통계의 누적현황을 나타

낸 것인데, 점차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통계가 수집된 것을 보여주고 있

다. <표 2-2>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복지통계는 2013년 기준으로 2,601

개의 보고통계를 수집한 상태이며, 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집률을 보인다. 2011년 신규로 수집한 통계는 연구원이 발간하고 있는 

통계 중심의 Issue&Focus에 수록된 통계가 DB화 되었으며, 2012년도

는 통일을 준비하는 정부나 국민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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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보건통계 165 1,440 2,143 2,087

복지통계 107 2,112 1,937 2,601

지역통계 146 146 145   564

북한통계 - - 96   133

국제통계 90 135 308   935

인구 및 기타통계 147 162 234   250

보건복지동향 165 207 172   240

빈곤통계연보 - - 33   226

Issue&Focus - 119 153    70

계 2,830 6,332 7,233 9,119

〈표 2-2〉 보건복지관련 통계(조사통계 제외) DB수집 누적현황 

(단위: 건)

관련 통계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국내 ․ 외 북한통계 수집을 시

작하였다. 국제사회와 고립되어 있는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으로 인해 보

건복지와 관련된 통계를 수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국제기구에 공개

되고 있는 북한통계 역시 북한의 공식적 통계보다는 비공식적 통계가 많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집 가능한 북한통계를 DB화하여 서비스하되, 

통계표에 대한 주석을 통한 통계해석의 오류는 줄이는데 노력하였다. 한

편, 빈곤 및 불평등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빈곤통계도 2012년부터 신

규로 수집하였다. 

〈표 2-2〉는 누적현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건 및 복지통계의 누적건수가 

감소하는 해가 있었다. 즉, 보건통계는 2013년도에 전년도보다 통계 건

수가 감소하였고, 복지통계는 2012년도에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중

복 또는 유사통계의 삭제 및 정리로 인하여 통계 수가 감소한 것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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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되었다. 한편, 국제통계는 OECD에서 생산되는 통계 위주의 수집에서, 

국제기구 및 국가 단위로 수집처의 확대를 꾀함에 따라 2013년 수집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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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연도별 보건복지관련 통계(조사통계 제외)의 분야별 DB구축 분포도 

나. 통계표 중심의 조사통계 DB구축

조사통계의 DB구축은 연구원이 직접 수행한 조사사업에서 생산된 통

계 중심으로 DB화 하였으며, 구축된 조사통계는 〈표 2-3〉에 나열하였다. 

통계청 KOSIS는 조사사업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의 일부를 서비스하고 있

으므로 국가통계포털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조사사업보고서에 수록된 모

든 통계를 디지털화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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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통계 명 2012년
2013년
(누적)

보건통계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25  25

환자조사 466 455

한국의료패널조사 105 105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조사 106 106

영아모성사망조사 114 114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84

소계 816 889

복지
통계

국가유공자 생활실태조사 492 49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38  38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569 894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779 700

노인 장기요양 보호 욕구 실태 조사  61   61

노인학대 실태조사  78   78

능동적 복지확충을 위한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454  454

보육실태조사 438   438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 실태  34    34

장애인 실태조사 752 1,287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353   353

차상위 계층 실태조사 794   794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721   728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554   554

한국복지패널 조사 635   635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211   211

소계 6,963 7,751

〈표 2-3〉 통계표 중심의 조사통계 DB구축 현황 

(단위: 건)

자료: 오미애 외, ｢2013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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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이크로데이터 DB구축

통계포털의 가장 차별화된 영역은 바로 조사사업 수행을 통해 생산된 

마이크로데이터의 DB구축이다. 마이크로데이터 DB구축은 18대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3.0의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를 과거부터 실천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이크로데이터 DB구축은 보건복지와 관련된 조사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데이터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활용성을 높

임과 더불어,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케 하였다. 데이터가 공개되고 

있는 조사사업은 보건 2종, 복지부문 11종으로써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

지 실태조사”와 같이 주기성을 가진 사업은 각 주기에 생산된 마이크로데

이터가 대부분 제공된다. 

<표 2-4>의 각 마이크로데이터와 관련된 부가자료 즉, 조사표 및 코딩

지침서, 레이아웃 등도 함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4>에서 보여주듯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한 

조사사업은 환자조사로서 과거 1999년부터 최근 2011년(환자조사, 출

산력조사는 2012년까지 공개되었음)까지 생산된 모든 조사데이터를 필

요에 따라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라. 기타 통계관련 DB구축

정보시스템은 통계와 마이크로데이터 뿐 아니라 이와 연관된 분석보고

서나 자료집, 또는 통계용어, 통계뉴스 등 다양한 부가적 콘텐츠를 주기

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표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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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이크로데이터명 제공연도

보건

환자조사

영아모성사망조사

2011,2010,2009,2008,2005,

2002,1999

2007

복지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노인 장기요앙보호 욕구실태조사

노인학대 실태조사

장애인 실태조사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치매노인 실태조사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9,2005

2011,2008,2004,1998,1994

2001

2009

2011,2008,2005

2004

2006,2004

2009,2006,2003,1997,1994,1991

1997

2009

2010

〈표 2-4〉 마이크로데이터 DB구축 현황 

자료: 오미애 외, ｢2013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재인용

〈표 2-5〉 기타 보건복지 통계관련 자료 DB구축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2012년 2013년

보건복지통계뉴스 1,050 643 407

분석보고서 143 106 37

해외통계자료집 150 85 65

통계용어 352 307 45

웹진 50 30 20

자료: 오미애 외, ｢2013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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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건복지데이터포털로의 개편(2014)

보건복지통계포털은 보건복지분야의 각 사이트 및 보고서에 산재되어 

있는 보건 및 복지관련 통계를 집대성해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 ·

운영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KOSIS의 막대한 

정보와의 차별성을 두고자, 승인된 통계의 가치 있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집적화하여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할 조직 및 사이트인 보건복지데이터포

털로 개편을 진행하였다. 

통계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가장 차별화된 영역은 바로 조사사업 수행

을 통해 생산된 마이크로데이터의 DB구축이다. 마이크로데이터 DB구축

은 정부 3.0의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를 과거부터 실천하고 있는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보건복지와 관련된 데이터

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데이터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활용성을 높임과 더불어,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하

였다. 

통계표 중심의 보건복지통계포털에서 데이터 중심의 보건복지데이터

포털로 개편작업을 실시한 내용을 개편 전과 개편 후의 메인페이지 화면

으로 보여줌으로써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개편내용은 연구 DB, Micro & Macro data, 해외자료(해

외 Micro & Macro data, 국제기구통계)이다.

  1. 연구 DB

연구 DB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 정보를 이와 관련

된 Micro & Macro 데이터의 메타정보와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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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

과제는 기본연구(연구보고서)와 수탁연구(정책보고서)를 포함하고 있고, 

관련 정보를 연구주제별, 생애주기별, 명칭별로 구분하였다.  

연구주제별 분류체계는 트리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대분류 체계

는 인구/가족(인구변화, 생애주기, 가족), 보건의료(건강보장, 건강증진, 

보건산업, 보건일반), 사회복지(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복지행

정, 민간복지, 복지일반), 지역사회(농어촌, 지역복지), 사회통합/행복/삶

의 질, 소득/재산/소비, 빈곤/불평등, 조세/재정, 조사/통계/정보, 통일/

보훈, 복지국가비교, 미래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생애주기별 분류체계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베이비부머, 노인, 장애인, 여성으로 구분하

였고, 명칭별 분류체계는 ㄱ~ㅎ(자음), 0~9(숫자), A~Z(영문)으로 구분

하였다.

〔그림 2-4〕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기본구조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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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A) 인구/가족

(1) 인구변화

(1) 저출산 (2) 고령화

(3) 출생/사망 (4) 결혼/이혼

(5) 이민/입양

(2) 생애주기

(1) 영유아 (2) 아동/청소년

(3) 청년 (4) 베이비부머

(5) 노인 (6) 장애인

(7) 여성

(3) 가족 (1) 한부모 (2) 다문화

(B) 보건의료

(1) 건강보장 (1) 의료안전망 (2) 의료자원

(2) 건강증진
(1) 생활습관병 (2) 정신건강

(3) 만성질환

(3) 보건산업
(1) 의료산업 (2)의약품(화장품)산업

(3) 식품산업

(4) 보건일반

(C) 사회복지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2) 건강보험 (3) 노인장기요양보험

(4) 고용보험 (5) 산재보험

(2) 공공부조
(1) 기초생활보장 (2) 근로빈곤/자활

(3) 차상위지원 (4) 기초연금/장애인연금

(3) 사회서비스

(1) 보육/교육 (2) 돌봄(노인/장애인)

(3) 주거/에너지/환경 (4) 고용/일자리

(5) 문화

(4) 복지행정 (1) 전달체계 (2) 바우처

(5) 민간복지
(1) 복지자원 (2) 사회참여/자원봉사

(3) 사회공헌/기부

(6) 복지일반

(D) 지역사회
(1) 농어촌

(2) 지역복지

(E) 사회통합/행복/
삶의질

〈표 2-6〉 2014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연구 주제별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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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F) 소득/재산/소비

(G) 빈곤/불평등

(H) 조세/재정

(I) 조사/통계/정보

(J) 통일/보훈

(K) 복지국가비교

(L) 미래사회

<사회보장통계 관련 주요 개편내용>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사회보장통계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연구원 및 공공기관이 작성한 사회보장통계를 

제공한다. 

2013년 1월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

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

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

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에는 사회보장통계와 관련된 조항을 처

음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

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사회보장통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통계센터가 담당

하고 있으며, 전 생애기간과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영역과 범위를 

기준으로 11개 분야로 분류하여 가족, 보육 및 교육, 고용·노동, 빈곤, 건

강, 주거, 문화, 에너지, 환경, 노인·장애인, 사회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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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회보장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회보장

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166개 핵심지표(사회보장의 주요 정책부

문별 발전 상황이나 정책성과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지표)를 선정하였고,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는 사회보장통계의 체계

적 구축을 위하여 지표의 정의, 측정 산식, 관련 통계정보 등을 제공한다. 

〔그림 2-5〕 사회보장통계 DB 구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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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icro & Macro Data

Micro & Macro data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그 동안 수행한 

연구과제에서 조사·수집된 Micro & Macro 데이터의 메타정보와 조사

표 및 원자료 등을 제공한다. 연구과제로부터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연구주제별, 데이터유형별로 구분하였으며, Data Summary에서는 여기

에 수록된 다양한 주요 마이크로데이터의 메타정보를 요약하여 여러 내

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연구주제별 Micro & Macro 데이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그동안 

수행한 연구과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 DB의 연구주제별 분류체계 및 개

별 연구과제 정보와 연계하여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대상, 표본설계, 

통계승인여부, 데이터 제공여부 등의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데이터유형별 Micro & Macro 데이터는 Micro data(양적), Micro 

data(질적), Macro data로 구성되며 데이터 유형별로 제공하고 있는 데

이터의 목록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Micro data(양적, Quantitative)

는 주로 변수에 대한 수량적 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설문지, 면접용 조

사표 등의 방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의미하고, Micro data(질적, 

Qualitative)는 주로 연구대상과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참여관

찰, 개방형 비조직적 면접, 사적 기록물,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의 방법으

로 수집된 데이터이다. Macro data에서는 국가, 지역 등을 단위로 생산

된 다양한 통계정보를 특정 기준에 따라 수집하여 축적한 데이터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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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적 

특성

보건 

및 

의료

주거

가족, 

친구, 

이웃관계

임신/출산

/피임/

모자보건

결혼 생활 

및 준비/

가족 주기

일상생활

지원/

활동제한

보육 및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장애인실태조사 

  가구판별조사 ★★ 　 ★ 　 　 　 　 　 　

  심층면접조사(개별조사표) ★★★★ ★★ ★ 　 ★ ★ ★★ ★★ ★★★★

  사회복지시설 조사(행복e음) ★ 　 　 　 　 　 　 　 　

환자조사 

  기관조사 ★ ★★★★ 　 　 　 　 　 　 　

  외래환자 ★ ★★★★ 　 　 　 　 　 　 　

  퇴원환자 ★ ★★★★ 　 　 　 　 　 　 　

한국복지패널

  가구조사 ★ ★★ ★★ ★ 　 　 　 　 ★★

  가구원조사 　 ★★ 　 ★ ★ 　 　 　 ★

  부가조사2) 　 　 　 　 　 　 　 　 　

한국의료패널

  가구조사 ★★★ ★★★★ ★ 　 ★★ 　 　 　 ★★

  성인가구원조사 　 ★★★★ 　 　 　 　 ★★ 　 ★

노인실태조사

  가구조사 ★ 　 　 　 　 　 　 　 　

  노인가구원조사 　 ★★★ 　 ★★★ 　 　 ★★★★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가구조사 ★★ 　 ★ 　 ★ 　 　 　 　

  15~64세, 15~49세 기혼조사 　 　 　 ★★★ ★★★★ ★★★ 　 ★ ★

  20-44세 미혼자 조사 　 　 　 ★★ ★ ★★ 　 　 ★

〈표 2-7〉 보건복지데이터포털 Data Summary(주제별1)Ⅰ)

주: 1) ★수준은 정보의 양과 조사 문항수를 고려하여 작성되고, ★수가 많을수록 관련성이 많음을 의미함.
     2) 한국복지패널는 차수마다 복지인식, 아동, 장애인 부가조사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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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회 및 

여가 

활동

생활 

만족도 및 

폭력/

차별경험

경제

상태

보험, 

의료 관련 

비용 및 

보장

사회보장, 

복지서비스 

및 인식 등

여성 

장애인

장애인

보조 

기구

장애인 

부가조사

아동 

부가조사

장애인실태조사 

  가구판별조사 　 ★ ★ 　 　 　 　 　 　

  심층면접조사(개별조사표) ★ ★ ★ 　 ★ ★ ★ 　 　

  사회복지시설 조사(행복e음) 　 　 　 　 　 　 　 　 　

환자조사 

  기관조사 　 　 　 　 　 　 　

  외래환자 　 　 　 　 　 　 　

  퇴원환자 　 　 　 　 　 　 　

한국복지패널

  가구조사 　 ★ ★★★★ ★ ★★ 　 　 　 　

  가구원조사 ★ ★ 　 ★ 　 　 　 　 　

  부가조사2) 　 　 　 　 ★★★ 　 　 ★★★★ ★★★

한국의료패널

  가구조사 　 　 ★★ ★★★ 　 　 　 　 　

  성인가구원조사 　 ★ 　 ★ ★★ 　 　 　 　

노인실태조사

  가구조사 　 　 ★ 　 　 　 　 　 　

  노인가구원조사 ★★ ★★ ★★★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가구조사 　 　 ★ 　 　 　 　 　 　

  15~64세, 15~49세 기혼조사 　 　 　 　 ★★ 　 　 　 　

  20-44세 미혼자 조사 　 　 　 　 ★ 　 　 　 　

〈표 2-8〉 보건복지데이터포털 Data Summary(주제별1)Ⅱ)

주: 1) ★수준은 정보의 양과 조사 문항수를 고려하여 작성되고, ★수가 많을수록 관련성이 많음을 의미함.
     2) 한국복지패널는 차수마다 복지인식, 아동, 장애인 부가조사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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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접조사 자가기입 조사 등록 데이터

장애인실태조사 　 　 　

  가구판별조사 √ 　 　

  심층면접조사(개별조사표) √ 　 　

  사회복지시설 조사(행복e음) 　 　 √

환자조사 　 　 　

  기관조사 　 　 √

  외래환자 　 　 √

  퇴원환자 　 　 √

한국복지패널 　 　 　

  가구조사 √ 　 　

  가구원조사 √ 　 　

  부가조사 √ 　 　

한국의료패널 　 　 　

  가구조사 √ 　 √

  성인가구원조사 √ 　 √

노인실태조사 　 　 　

  가구조사 √ 　 　

  노인가구원조사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가구조사 √ 　 　

  15~64세, 15~49세 기혼조사 √ 　 　

  20~44세 미혼자 조사 √ 　 　

〈표 2-9〉 보건복지데이터포털 Data Summary(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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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국 대표 표본 전수

장애인실태조사 　 　

  가구판별조사 ● 　

  심층면접조사(개별조사표) ● 　

  사회복지시설 조사(행복e음) 　 ●

환자조사 　 　

  기관조사1) ●

  외래환자 ● 　

  퇴원환자 ● 　

한국복지패널2) 　 　

  가구조사 ● 　

  가구원조사 ● 　

  부가조사 ● 　

한국의료패널 　 　

  가구조사 ● 　

  성인가구원조사 ● 　

노인실태조사 　 　

  가구조사 ● 　

  노인가구원조사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가구조사 ● 　

  15~64세, 15~49세 기혼조사 ● 　

  20~44세 미혼자 조사 ● 　

〈표 2-10〉 보건복지데이터포털 Data Summary(조사범위)

주: 1) 환자조사의 기관조사는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나뉨. 전수층의 경우는 비중이 큰 의료기관이거
나 조사의 관리 또는 특성상 꼭 조사되어야 할 7개 종류의 기관(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
원, 한방병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조산원)이 속함.

     2) 한국복지패널는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였음. 
저소득 가구와 일반가구의 비율이 50:50이 되도록 노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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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인 가구 기관

장애인실태조사 　 　 　

  가구판별조사 　 ● 　

  심층면접조사(개별조사표) ● 　 　

  사회복지시설 조사(행복e음) ● 　 　

환자조사 　 　 　

  기관조사 　 　 ●

  외래환자 ● 　 　

  퇴원환자 ● 　 　

한국복지패널 　 　 　

  가구조사 　 ● 　

  가구원조사 ● 　 　

  부가조사 ● 　 　

한국의료패널 　 　 　

  가구조사 　 ● 　

  성인가구원조사 ● 　 　

노인실태조사 　 　 　

  가구조사 　 ● 　

  노인가구원조사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가구조사 　 ● 　

  15~64세, 15~49세 기혼조사 ● 　 　

  20~44세 미혼자 조사 ● 　 　

〈표 2-1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Data Summary(조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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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

장애인실태조사 　 　 　 　 　 　

  가구판별조사 ● ● ● ● ● ●

  심층면접조사(개별조사표) ● ● ● ● ● ●

  사회복지시설 조사(행복e음) ● ● ● ● ● ●

환자조사 　 　 　 　 　 　

  기관조사 　 　 　 　 　 　

  외래환자 ● ● ● ● ● ●

  퇴원환자 ● ● ● ● ● ●

한국복지패널 　 　 　 　 　 　

  가구조사 ● ● ● ● ● ●

  가구원조사 　 ● ● ● ● ●

  부가조사 　 ● ● 　 　 ●

한국의료패널 　 　 　 　 　 　

  가구조사 ● ● ● ● ● ●

  성인가구원조사 　 　 ● ● ● ●

노인실태조사 　 　 　 　 　 　

  가구조사 ● ● ● ● ● ●

  노인가구원조사 　 　 　 　 ●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가구조사 ● ● ● ● ● ●

  15~64세, 15~49세 기혼조사 　 ● ● ● ● 　

  20~44세 미혼자 조사 　 　 ● ● 　 　

〈표 2-12〉 보건복지데이터포털 Data Summary(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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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4년 

이전
1995~ 

 1999년
2000~ 

 2004년
2005~ 

 2009년
2010~  

 2014년
총 조사 

횟수

장애인 
실태조사 

1980(1)
1985(2)
1990(3)

1995(4) 2000(5)
2005(6)
2008(7)

2011(8) 8회

환자조사 

1953(1)
1985(8)
1986(9)
1988(10)
1990(11)
1992(12)
1994(13)

1996(14)
1999(15)

2002(16)
2005(17)
2008(18)
2009(19)

2010(20)
2011(21)
2012(22)
2013(23)

23회

한국복지패널 　 　 　

2006(1)
2007(2)
2008(3)
2009(4)

2010(5)
2011(6)
2012(7)
2013(8)

8회

한국의료패널 　 　 　
2008(1,2)
2009(3)

2010(4,5)
2011(6)
2012(7)
2013(8)

8회

노인실태조사 1994 1998 2004 2008(1) 2011(2) 5회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1964(1)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22) 22회

〈표 2-13〉 보건복지데이터포털 Data Summary(조사주기1))

주: 1) 괄호안의 숫자는 조사 횟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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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고서 설문지 코드북 매뉴얼

장애인실태조사 -

환자조사 　-

한국복지패널

한국의료패널 　-

노인실태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

〈표 2-14〉 보건복지데이터포털 Data Summary(메타데이터)

구 분 데이터셋 개체수1) 변수 수
종단 
연구

데이터셋 
버젼날짜

현재 
제공되는 
데이터 

조사년도

장애인실태조사(2011) 1   6,010  940 　 2013.01

2000
2005
2008
2011

환자조사(2012) 3 　 　

　
　
　
　

2014.03

1996
1999
2002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기관조사 1   7,632  106 

  외래환자 1 845,473   17 

  퇴원환자 1 645,898   27 

〈표 2-15〉 보건복지데이터포털 Data Summary(최신 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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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데이터셋 개체수1) 변수 수
종단 
연구

데이터셋 
버젼날짜

현재 
제공되는 
데이터 

조사년도

한국복지패널(2013)2) 4  17,984  766 

√ 2014.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가구조사 1   7,312  1,081 

  가구원조사 1  14,530   230 

  부가조사 1   4,720    96 

한국의료패널(2011) 14 　 　

√　 2014.04

2008
2009
2010
2011

  가구조사 2   5,741    69

  성인가구원조사 2  17,035    95

노인실태조사(2011)3)

1
종단-

10,003
종단-
1,967

△ 2012.06

1994
1998
2004
2008
2011

1
횡단-

10,997
횡단-
76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2012)4) 2 　 　

　
　
　

2014.02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가구조사 1  14,970  1,106 

  15~64세, 15~49세 
기혼조사

1  14,979    863 

주: 1) 개체수는 가중치 반영 안한 숫자임.
     2) 한국복지패널은 가구, 가구원, 부가조사가 합쳐진 데이터셋이 있음.
     3) 노인실태조사는 2008년~2011년까지 종단연구로 변환되어 2011년 종단 데이터셋은 2008

년 변수들이 포함되어있음.
     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2년 데이터셋 중 미혼조사는 공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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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자료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는 해외 Micro & Macro data부분을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의 국제통계 국제기구통계로 정리·보완하였다. 해외 

Micro & Macro 데이터 메타정보를 제공하고 링크를 해줌으로써 유용

한 해외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연계하여 마이크로데이터(패널 등 조

사자료)와 매크로데이터(국가별 통계지표 등)에 대한 링크 및 데이터 이

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해외자료를 손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Micro 데이터 및 Macro 데이터 관련 메타정보 자료수집 및 체계화에 

대한 컨셉은 해외 사례(EUI;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1) 연구를 

벤치마킹하여 구성하였다. 

해외자료는 해외 Micro & Macro data와 국제기구통계로 구분하였

으며, 해외 Micro & Macro 데이터는 Micro 부분과 Macro 부분으로 

나누어 보이도록 하고, 데이터명, 데이터설명, 제공연도, 이용방법, 비고, 

홈페이지/자료링크로 구성하였다. 국제기구통계는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RO)에서 생산되는 주요 통계표

를 수요자가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1) 유럽연합대학교 EUI는 국제 대학원 및 연구기관이며, 1972년 유럽 6개 나라(벨기에, 프
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에서 박사과정의 학생(연구원)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경제, 역사, 정치와 사회과학관련 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
되었음. 현재 EUI 데이터 포털은 75개의 주요 통계 DB(Micro data-32개, Macro 
data-43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EUI회원들에게만 EUI에서 구독한 데이터의 접근
을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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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Data Macro Data

Consumer Expenditure Survey(USA)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s 

Current Population Survey(USA) Demographic Yearbook(UN) 

DNB Household Survey(Netherlands)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IMF) 

EU-Labour Force Survey European Regional Database 

EU Statistics on Income & Living 

Conditions 
EU Open Data Portal 

European Social Survey(ESS) Eurostat Data / Eurostat Yearbook 

European Values Study Gender data - United Nations 

G-SOEP - German Socio-Economic 

Panel(DIW Berlin)

GENESIS - German Official Statistics 

Portal

ICPSR data archiv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IMF) 

LIS data on income and inequality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 

Index(UN) 

National Longitudinal Surveys(USA) 
International Debt Statistics(World 

Bank)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USA)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data 

Survey of Consumer Finances(USA)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atabases 

SHARE(Data on health and retirement 

in Europe) 

Nordic Statistics - Statistik utan 

granser 

Survey on Household Income and 

Wealth(Italy) 
OECD data & documentation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USA) 
Social Security Data(ISSA) 

Swedish Socio-economic Data United Nations data 

UK Data Service and Archive UNICEF ChildInfo Data Portal

U.S. Census World Bank data portal

World Values Survey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orld 

Bank) 

〈표 2-16〉 보건복지데이터포털 해외 Micro & Macro dat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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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조사

제2절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분석

3제 장





제1절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조사

이 연구에서는 2015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개편을 알리며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설문조사]를 

3월 4일 ~ 4월 30일까지 온라인설문조사로 수행하였다. 이용자 설문조

사의 목적은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방향성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

하고 각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며, 올해의 고도화 사업내용인 데

이터 시각화와 공간정보통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질문내용은 이용자의 소속, 과거 이용 경험 여부, 이용을 했다면 이용

목적을 서술하게 하였으며,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 시 가장 필요하거

나 추후 사용할 것 같은 정보와 그 이유,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정보와 그 이유, 가장 불만족스러운 정보와 그 이유, 향후 데

이터 시각화 및 공간정보통계 부분 보강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단답형인 경우 결과를 빈도표로, 서술형인 경우 텍

스트마이닝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의 메인페이지 구성에 대한 불만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너무 전문적이라는 의견과 마이크로데이터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데이터 시각화와 공간정보통계 부분에 대한 의

견으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

수였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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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 응답자 현재 소속1)

(단위: 명, %)

주: 1) 설문 문항: 귀하의 현재 소속은 어디입니까?

〔그림 3-2〕 보건복지데이터 포털 과거 이용 경험 여부1)

(단위: 명, %)

주: 1) 설문 문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데이터 포털(예전 보건복지통계포털)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표 3-1〉 현재소속별 과거 이용 경험 여부

(단위: 명, %)

과거 이용 경험

예 아니오

교수 1(50.0) 1(50.0)

연구원 21(67.7) 10(32.3)

학생 62(53.4) 54(46.6)

실무자 10(62.5) 6(37.5)

사업종사자 22(36.1) 39(63.9)

기타 55(35.5) 100(64.5)

전체 171(44.9) 21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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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과거 보건복지데이터 포털의 이용 목적

〔그림 3-4〕 보건복지데이터 포털 이용 시 가장 필요하거나 추후 사용할 것 같은 정보1)

(단위: 명, %)

주: 1) 설문 문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데이터 포털을 이용해서 구독할 수 있는 정보 중 본
인에게 가장 필요하거나 추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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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DB 응답자

Micro & Macro 응답자

사회보장통계 응답자

〔그림 3-5〕 가장 필요하거나 추후 사용할 것 같은 정보라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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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료 응답자

기타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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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보건복지데이터 포털 과거 이용경험과 본인에게 필요하거나 추후 사용 예상 
정보에 대한 교차표

(단위: 명, %)

　

본인에게 필요하거나_추후 사용 예상 정보

전체
연구 DB

Micro & 
Macro

사회보장
통계

해외자료 기타

과거
이용
경험

예

빈도 49 18 88 12 5 172

과거이용
경험 중 %

28.5 10.5 51.2 7.0 2.9 100.0

아니오

빈도 56 10 98 21 25 210

과거이용
경험 중 %

26.7 4.8 46.7 10.0 11.9 100.0

전체

빈도 105 28 186 33 30 382

과거이용
경험 중 %

27.5 7.3 48.7 8.6 7.9 100.0

〔그림 3-6〕 보건복지데이터 포털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정보1)

(단위: 명, %)

주: 1) 설문 문항: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콘텐츠 중 가장 만족스러운 정보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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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DB 응답자

Micro & Macro 응답자

사회보장통계 응답자

〔그림 3-7〕 가장 만족스러운 정보라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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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료 응답자

기타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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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보건복지데이터 포털 과거 이용경험과 현재 콘텐츠 중 가장 만족스러운 
정보에 대한 교차표

(단위: 명, %)

　
가장 만족스러운 정보

전체
연구 DB

Micro & 
Macro

사회보장
통계

해외자료 기타

과거
이용
경험

예

빈도 49 14 86 14 8 171

과거이용
경험 중 %

28.7 8.2 50.3 8.2 4.7 100.0

아니오

빈도 59 16 82 15 37 209

과거이용
경험 중 %

28.2 7.7 39.2 7.2 17.7 100.0

전체

빈도 108 30 168 29 45 380

과거이용
경험 중 %

28.4 7.9 44.2 7.6 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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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보건복지데이터 포털 과거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본인에게 필요 또는 
사용예상정보 및 현재 콘텐츠 중 가장 만족스러운 정보에 대한 교차표

(단위: 명, %)

가장 만족스러운 정보

전체
연구 DB

Micro & 
Macro

사회보장
통계

해외자료 기타

본인에게
필요

하거나_
추후 

사용예상
정보

연구 
DB

빈도 26 4 14 4 1 49

본인에게
필요 중 %

53.1 8.2 28.6 8.2 2.0 100.0

Micro
&

Macro

빈도 2 8 8 0 0 18

본인에게 
필요 중 %

11.1 44.4 44.4 0.0 0.0 100.0

사회
보장
통계

빈도 19 0 61 4 3 87

본인에게
필요 중 %

21.8 0.0 70.1 4.6 3.4 100.0

해외
자료

빈도 2 2 1 6 1 12

본인에게 
필요 중 %

16.7 16.7 8.3 50.0 8.3 100.0

기타

빈도 0 0 2 0 3 5

본인에게
필요 중 %

0.0 0.0 40.0 0.0 60.0 100.0

전체

빈도 49 14 86 14 8 171

본인에게
필요 중 %

28.7 8.2 50.3 8.2 4.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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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보건복지데이터 포털 과거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본인에게 필요 또는 
사용예상정보 및 현재 콘텐츠 중 가장 만족스러운 정보에 대한 교차표

(단위: 명, %)

가장 만족스러운 정보

전체
연구 DB

Micro & 
Macro

사회보장
통계

해외자료 기타

본인에게
필요

하거나_
추후 

사용예상
정보

연구
DB

빈도 32 4 13 1 5 55

본인에게
필요 중 %

58.2 7.3 23.6 1.8 9.1 100.0

Micro
&

Macro

빈도 3 4 2 0 1 10

본인에게
필요 중 %

30.0 40.0 20.0 0.0 10.0 100.0

사회
보장
통계

빈도 17 5 60 6 10 98

본인에게
필요 중 %

17.3 5.1 61.2 6.1 10.2 100.0

해외
자료

빈도 5 2 3 8 3 21

본인에게
필요 중 %

23.8 9.5 14.3 38.1 14.3 100.0

기타

빈도 2 1 4 0 18 25

본인에게
필요 중 %

8.0 4.0 16.0 0.0 72.0 100.0

전체

빈도 59 16 82 15 37 209

본인에게
필요 중 %

28.2 7.7 39.2 7.2 17.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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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DB 응답자

Micro & Macro 응답자

〔그림 3-8〕 보건복지데이터 포털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정보1)

(단위: 명, %)

주: 1) 설문 문항: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콘텐츠 중 가장 만족스럽지 않은 정보는 무엇입니까?

〔그림 3-9〕 가장 불만족스러운 정보라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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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통계 응답자

해외자료 응답자

기타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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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보건복지데이터 포털 과거 이용경험과 현재 콘텐츠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정보에 대한 교차표

(단위: 명, %)

　
가장 불만족스러운 정보

전체
연구 DB

Micro & 
Macro

사회보장
통계

해외자료 기타

과거
이용
경험

예

빈도 17 18 12 63 61 171

과거이용
경험 중 %

9.9 10.5 7.0 36.8 35.7 100.0

아니오

빈도 28 21 15 59 86 209

과거이용 
경험 중 %

13.4 10.0 7.2 28.2 41.1 100.0

전체

빈도 45 39 27 122 147 380

과거이용
경험 중 %

11.8 10.3 7.1 32.1 38.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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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보건복지데이터 포털 과거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본인에게 필요 또는 
사용예상정보 및 현재 콘텐츠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정보에 대한 교차표

(단위: 명, %)

가장 불만족스러운 정보

전체
연구 DB

Micro & 
Macro

사회보장
통계

해외자료 기타

본인에게
필요

하거나_
추후 

사용예상
정보

연구
DB

빈도 6 4 3 19 17 49

본인에게
필요 중 %

12.2 8.2 6.1 38.8 34.7 100.0

Micro
&

Macro

빈도 0 6 0 9 3 18

본인에게
필요 중 %

0.0 33.3 0.0 50.0 16.7 100.0

사회
보장
통계

빈도 9 6 6 33 33 87

본인에게
필요 중 %

10.3 6.9 6.9 37.9 37.9 100.0

해외
자료

빈도 2 2 3 1 4 12

본인에게
필요 중 %

16.7 16.7 25.0 8.3 33.3 100.0

기타

빈도 0 0 0 1 4 5

본인에게
필요 중 %

0.0 0.0 0.0 20.0 80.0 100.0

전체

빈도 17 18 12 63 61 171

본인에게
필요 중 %

9.9 10.5 7.0 36.8 35.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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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보건복지데이터 포털 과거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본인에게 필요 또는 사
용예상정보 및 현재 콘텐츠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정보에 대한 교차표

(단위: 명, %)

가장 불만족스러운 정보

전체
연구 DB

Micro & 
Macro

사회보장
통계

해외자료 기타

본인에게
필요

하거나_
추후 

사용예상
정보

연구
DB

빈도 10 8 4 14 19 55

본인에게
필요 중 %

18.2 14.5 7.3 25.5 34.5 100.0

Micro
&

Macro

빈도 1 1 1 4 3 10

본인에게
필요 중 %

10.0 10.0 10.0 40.0 30.0 100.0

사회
보장
통계

빈도 10 10 7 35 36 98

본인에게
필요 중 %

10.2 10.2 7.1 35.7 36.7 100.0

해외
자료

빈도 6 2 3 0 10 21

본인에게
필요 중 %

28.6 9.5 14.3 0.0 47.6 100.0

기타

빈도 1 0 0 6 18 25

본인에게
필요 중 %

4.0 0.0 0.0 24.0 72.0 100.0

전체

빈도 28 21 15 59 86 209

본인에게
필요 중 %

13.4 10.0 7.2 28.2 4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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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보건복지데이터 포털 과거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현재 콘텐츠 중 가장 
만족스러운 정보 및 가장 불만족스러운 정보에 대한 교차표

(단위: 명, %)

가장 불만족스러운 정보

전체
연구 DB

Micro & 
Macro

사회보장
통계

해외자료 기타

본인에게
필요

하거나_
추후 

사용예상
정보

연구
DB

빈도 3 8 4 17 17 49

본인에게
필요 중 %

6.1 16.3 8.2 34.7 34.7 100.0

Micro
&

Macro

빈도 0 0 2 10 2 14

본인에게
필요 중 %

0.0 0.0 14.3 71.4 14.3 100.0

사회
보장
통계

빈도 9 8 4 33 31 85

본인에게
필요 중 %

10.6 9.4 4.7 38.8 36.5 100.0

해외
자료

빈도 5 2 1 1 5 14

본인에게
필요 중 %

35.7 14.3 7.1 7.1 35.7 100.0

기타

빈도 0 0 0 2 6 8

본인에게
필요 중 %

0.0 0.0 0.0 25.0 75.0 100.0

전체

빈도 17 18 11 63 61 170

본인에게
필요 중 %

10.0 10.6 6.5 37.1 35.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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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보건복지데이터 포털 과거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현재 콘텐츠 중 가장 
만족스러운 정보 및 가장 불만족스러운 정보에 대한 교차표

(단위: 명, %)

가장 불만족스러운 정보

전체
연구 DB

Micro & 
Macro

사회보장 
통계

해외자료 기타

본인에게
필요

하거나_
추후 

사용예상
정보

연구
DB

빈도 12 4 5 19 18 58

본인에게
필요 중 %

20.7 6.9 8.6 32.8 31.0 100.0

Micro
&

Macro

빈도 2 3 2 5 4 16

본인에게
필요 중 %

12.5 18.8 12.5 31.3 25.0 100.0

사회
보장
통계

빈도 8 9 4 31 30 82

본인에게
필요 중 %

9.8 11.0 4.9 37.8 36.6 100.0

해외
자료

빈도 4 4 3 0 4 15

본인에게
필요 중 %

26.7 26.7 20.0 0.0 26.7 100.0

기타

빈도 2 1 1 4 29 37

본인에게
필요 중 %

5.4 2.7 2.7 10.8 78.4 100.0

전체

빈도 28 21 15 59 85 208

본인에게
필요 중 %

13.5 10.1 7.2 28.4 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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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향후 데이터 시각화 및 GIS(지역통계) 부문 보강에 대한 의견

〔그림 3-11〕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중 보건복지데이터 포털 Micro & Macro 포함될 
필요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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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건의사항 또는 개선사항

제2절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분석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기존의 통계표 위주로 서비스 되었던 보건복지

통계포털을 국가통계포털와의 차별화 필요성과 공공데이터 공개 욕구에 

따라 2014년 개편되었다. 본 절에서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운영 실적

을 연도별, 월별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방문자의 로그 기록을 분석하는 

도구인 웹트렌즈(Web Trends Logs Analyzer ver 8.5)를 활용하였다. 

분석에서 제시된 2015년 통계는 10월 20일까지의 분석 결과이며, 2011

년부터 2013년의 통계는 보건복지통계포털의 운영 실적이다.



제3장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 현황 65

  1. 연도별 이용자 분석

가. 이용자 방문 수

2015년 10월 현재까지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방문한 총 건수는 

123,215건이며, 하루 평균 421건, 평균 방문 길이는 49분으로 나타났

다. 보건복지통계포털로 운영되던 2013년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문 

건수가 늘었으나, 201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로 개편된 해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방문 수

〈표 3-11〉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평균 방문 길이

(단위: 시:분:초)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방문 길이 00:07:03 00:07:16 00:18:31 1:26:52 0: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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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를 국내·외별로 살펴보면 국내 방

문이 37.5%, 국외 방문이 62.5%로 나타났다. 해외 사이트를 참조한 보건

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가 2013년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14〕 국내·외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현황

나. 페이지 열람 수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자가 열람한 페이지 수(게시글, 통계표, DB 

문서 수 등)는 2015년 3,267,376건으로 하루 평균 11,151건으로 나타났

으며, 1회 방문 당 평균적으로 27개 페이지를 살펴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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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보건복지데이터포털 페이지 열람 수

(단위: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페이지 열람 수 876,680 3,068,040 1,800,614 8,823,792 3,267,376 

1일 평균 열람 수 5,479 8,382 6,619 24,241 11,151 

방문당 평균 열람 수 63.2 46.35 26.37 48.48 26.52 

다. 방문 유입 경로

방문 유입 경로는 방문자가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이용하기 위하여 참

조한 경로를 의미한다. 2015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자의 90.7%가 

URL을 직접 입력하여 포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검색어를 통한 유

입 4.8%, 추천 사이트를 통합 유입이 4.5%로 나타났다. 

〔그림 3-15〕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 유입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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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주소 방문 유입 건수

 1위 kihasa.re.kr 9,168 

 2위 google.co.kr 3,986 

 3위 cdc.go.kr 1,753 

 4위 khwis.or.kr 1,406 

 5위 kmdia.or.kr 1,318 

 6위 naver.com 907 

 7위 g-health.kr 647 

 8위 daum.net 566 

 9위 ssc.go.kr 489 

10위 khe.or.kr 421 

또한 포털 방문 유입 시 참조한 사이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

지가 9,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글(3,986건),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1,753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1,406건), 한국의료기기산

업협회(1,406건) 순으로 많았다. 네이버, 공공보건포털, 다음, 한국보건복

지인력개발원 역시 가장 많이 참조한 10개 사이트로 나타났으며, 2015년

의 경우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 유입이 489건이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13〉 2015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 유입 시 참조 사이트 순위

(단위: 건)

라. 시작페이지 및 이탈페이지

2015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크게는 연구 DB, Micro & Macro, 사

회보장통계, 지역통계, 해외자료, 정보마당, 이용자마당(마이페이지)의 7

개 대메뉴를 제공하였으며, 이용자 중심의 네비게이션 시스템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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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5년

1위 메인페이지 65.4 메인페이지 66.7

2위 Micro & Macro 10.5 Micro & Macro  9.7

3위 이용자마당 페이지  8.4 트리 뷰 페이지  5.5

4위 설치 페이지  7.0 정보마당  3.9

5위 통계뷰 페이지  3.3 설치 페이지  2.7

2014년 2015년

1위 메인페이지 55.8 메인페이지 62.9

2위 설치 페이지 11.2 사이트소개  9.4

3위 Micro & Macro  9.2 Micro & Macro  7.2

4위 이용자마당 페이지  8.8 설치 페이지  6.3

5위 다운로드 페이지  5.9 이용자마당 페이지  5.6

영역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트리 뷰 기능과 마이플랫폼 방식의 통계뷰 

기능을 제공하였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자의 상위 5개 시작페이지를 살펴보면 2015

년의 경우 메인페이지가 6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데 이어, 

Micro & Macro(9.7%), 트리 뷰 페이지(5.5%), 정보마당(3.9%), 설치 페

이지(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탈페이지 점유 순위는 메인페이지(62.9%), 사이트 소개 페이지(9.4%), 

Micro & Macro(7.2%) 순으로 나타났다. 마이플랫폼 설치 화면에서 이

탈한 경우는 2014년의 경우 11.2%(6,482건)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2015년의 경우 6.3%(2,926건)로 감소했다. 

〈표 3-14〉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시작페이지 점유 순위

(단위: %)

〈표 3-15〉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탈페이지 점유 순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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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년도 이용자 월별 분석

2015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 현황을 하루 평균 방문건수를 기준

으로 월별로 살펴보면 1월(417건)부터 6월(617건)까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포털 도메인 변경(hawelsis.re.kr ☞ data.kihasa.re.kr)

된 7월 이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방문길이는 1월과 2월이 

1시간 이상으로 가장 길었고, 10월이 23분으로 가장 짧았다. 

포털에 두 번 이상 방문한 방문자 대비 처음 방문한 방문자의 비율은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의견 수렴 조사」를 실시한 3월에서 5월 사

이에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 월별 방문 건수

〔그림 3-16〕 월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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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월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 평균 방문 길이

(단위: 건, 분:초)

기간 방문건수 1일평균방문건수 평균방문길이

 1월 12,956 417 1:30:54

 2월 13,001 464 1:15:02

 3월 17,176 554 0:33:39

 4월 15,493 516 0:39:59

 5월 17,201 554 0:51:03

 6월 18,528 617 0:53:30

 7월  4,908 158 0:51:36

 8월  7,742 249 0:38:19

 9월  6,479 215 0:30:05

10월  4,344 217 0:22:53

주: 10월은 20일까지의 분석 결과임.

〈표 3-17〉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월별 방문횟수 현황

(단위: 건, 분:초)

기간 방문자 처음 방문 두 번 이상 방문

 1월 2,326 (100.0) 1,695 (72.9) 631 (27.1) 

 2월 2,368 (100.0) 1,631 (68.9) 737 (31.1) 

 3월 3,504 (100.0) 2,631 (75.1) 873 (24.9) 

 4월 3,494 (100.0) 2,600 (74.4) 894 (25.6) 

 5월 4,142 (100.0) 3,045 (73.5) 1,097 (26.5) 

 6월 4,210 (100.0) 2,926 (69.5) 1,284 (30.5) 

 7월 1,459 (100.0) 955 (65.5) 504 (34.5) 

 8월 1,620 (100.0) 1,119 (69.1) 501 (30.9)

 9월 2,226 (100.0) 1,618 (72.7) 608 (27.3) 

10월 1,983 (100.0) 1,479 (74.6) 504 (25.4)

주: 10월은 20일까지의 분석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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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월별 페이지 열람 수

페이지 열람 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하루 평균 열람 수는 「보건복지데이

터포털 이용자 의견 수렴 조사」기간인 3월에서 5월과 6월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월의 경우 18,456건으로 5월(19,856건)에 이

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1회 방문 당 페이지 열람 수는 7월 45.3건, 

1월 4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림 3-17〕 월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열람 페이지 수 현황

주: 10월은 20일까지의 분석 결과임.

〈표 3-18〉 월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1회 방문당 열람 수

(단위: 건)

1월 2월 3월 4월 5월

44.16 21.22 19.89 29.05 35.79 

6월 7월 8월 9월 10월

25.00 45.34  6.63 11.10  8.54 

주: 10월은 20일까지의 분석 결과임.



제3장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 현황 73

다. 월별 방문 국가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국가별 방문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한

국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중국, 독일 등에

서 포털에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국가별 방문 현황

(단위: %)

기간 1위 2위 3위 4위 5위

 1월
미국

(56.2)
한국

(34.4)
호주
(2.1)

중국
(1.1)

독일
(0.4)

 2월
미국

(57.6)
한국

(33.4)
호주
(2.4)

중국
(1.2)

독일
(0.4)

 3월
미국

(54.2)
한국

(36.9)
호주
(2.9)

중국
(1.1)

독일
(0.2)

 4월
미국

(52.1)
한국

(38.4)
호주
(2.8)

중국
(1.1)

독일
(0.3)

 5월
미국

(56.2)
한국

(36.5)
호주
(2.2)

중국
(0.9)

독일
(0.2)

 6월
한국

(50.2)
미국

(42.3)
호주
(1.8)

중국
(1.0)

독일
(0.2)

 7월
한국

(50.6)
미국

(33.8)
호주
(1.8)

중국
(1.1)

독일
(0.4)

 8월
미국

(50.3)
한국

(27.8)
중국

(16.1)
호주
(1.1)

독일
(0.5)

 9월
한국

(51.5)
미국

(29.5)
중국
(7.3)

독일
(0.5)

프랑스
(0.3)

10월
한국

(59.3)
미국

(27.0)
호주
(2.3)

중국
(1.2)

러시아
(0.6)

주: 10월은 20일까지의 분석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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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월별 시작페이지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자의 시작페이지 유입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

면 대체로 메인 페이지가 6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으로 Micro & Macro 페이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 1월과 7월에는 관리자 페이지 방문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해외자료 

페이지 방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월별 시작페이지 유입 현황

(단위: %)

기간 1위 2위 3위 4위

 1월
메인 페이지

(64.1)
Micro & Macro

(9.8)
관리자 페이지

(9.7)
사회보장통계

(5.4)

 2월
메인 페이지

(63.9)
트리 뷰 페이지

(9.9)
Micro & Macro

(9.4)
이용자마당 페이지

(6.7)

 3월
메인 페이지

(66.2)
Micro & Macro

(8.7)
이용자마당 페이지

(7.1)
트리 뷰 페이지

(5.2)

 4월
메인 페이지

(70.1)
Micro & Macro

(9.5)
트리 뷰 페이지

(5.2)
이용자마당 페이지

(4.6)

 5월
메인 페이지

(69.2)
Micro & Macro

(6.9)
정보마당 페이지

(5.2)
트리 뷰 페이지

(4.0)

 6월
메인 페이지

(66.)
정보마당 페이지

(7.1)
Micro & Macro

(6.5)
트리 뷰 페이지

(5.1)

 7월
메인 페이지

(64.0)
Micro & Macro

(10.1)
관리자페이지

(6.7)
사회보장통계

(5.5)

 8월
메인 페이지

(59.0)
Micro & Macro

(16.0)
사회보장통계

(6.4)
연구 DB

(5.0)

 9월
메인 페이지

(68.7)
Micro & Macro

(14.1)
트리 뷰 페이지

(4.5)
관리자 페이지

(3.1)

10월
메인 페이지

(67.7)
Micro & Macro

(12.5)
트리 뷰 페이지

(6.5)
연구 DB

(3.0)

주: 10월은 20일까지의 분석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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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월별 이탈페이지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자의 이탈페이지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대

체로 메인 페이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Micro & 

Macro 페이지가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분류영역별 

트리 뷰 페이지에서 이탈한 경우와 통계 뷰 페이지에서 이탈한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보건복지통계포털 월별 이탈페이지 현황

(단위: %)

기간 1위 2위 3위 4위

 1월
메인페이지

(64.1)
Micro & Macro

(10.5)
트리 뷰 페이지

(8.1)
사회보장통계

(6.6)

 2월
메인페이지

(60.9)
트리 뷰 페이지

(10.7)
이용자마당 페이지

(7.2)
Micro & Macro

(6.5)

 3월
메인페이지

(63.3)
정보마당 페이지

(6.4)
Micro & Macro

(6.0)
트리 뷰 페이지

(5.8)

 4월
메인페이지

(66.6)
Micro & Macro

(6.2)
트리 뷰 페이지

(5.8)
통계 뷰 페이지

(4.1)

 5월
메인페이지

(64.0)
Micro & Macro

(5.1)
정보마당 페이지

(5.0)
통계 뷰 페이지

(4.8)

 6월
메인페이지

(62.6)
정보마당 페이지

(7.4)
트리 뷰 페이지

(5.7)
Micro & Macro

(4.3)

 7월
메인페이지

(66.1)
Micro & Macro

(12.4)
사회보장통계

(6.1)
통계 뷰 페이지

(4.7)

 8월
메인페이지

(57.4)
Micro & Macro

(13.1)
사회보장통계

(5.7)
통계 뷰 페이지

(4.5)

 9월
메인페이지

(63.1)
Micro & Macro

(11.1)
트리 뷰 페이지

(5.0)
통계 뷰 페이지

(4.1)

10월
메인페이지

(61.5)
Micro & Macro

(10.0)
트리 뷰 페이지

(7.3)
연구 DB

(4.9)

주: 10월은 20일까지의 분석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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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개편 방향

2014년도의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개편내용이 연구 DB, Micro & 

Macro data, 해외자료(해외 Micro & Macro data, 국제기구통계)로, 

데이터 중심으로 큰 틀을 구축했다면, 2015년도 개편 방향은 2014년도

의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고, 이용자 중심의 포털이 될 수 있도록 인포그

래픽스와 공간정보통계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4-1〕 2015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개편 방향

2015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개편 방향 및 개선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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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조사에서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하다는 의견과 복잡해 보인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메인홈페

이지를 개편하였다. 메인홈페이지는 주요 콘텐츠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

하였고, 데이터 시각화인 인포그래픽스를 메인홈페이지 중앙에 배치하여 

이용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데이터(제공정

책, 이용안내, 신청, 자료문의) 관련 배너를 메인 오른쪽상단으로 배치하

였다. 또한, 업데이트 항목을 표시하여 제공한 정보의 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 시각화 부분인 인포그래픽스는 많은 이용자들이 원했던 콘텐츠

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변환,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눈에 들어오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통계표를 시

각화하여 제공하였고, 주요실태조사와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홍보를 중

심으로 인포그래픽스를 제작하였다. 인포그래픽스 및 통계 시각화는 이

용자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를 쉽고 간결한 구조, 시각화된 정보 전

달로 보건복지분야 관련 통계 자료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및 수용도를 높

일 수 있도록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공간정보통계는 시도통계와 시군구통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종특별

자치시에 대한 지역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플랫폼을 업

그레이드 하였다. 공간정보통계는 과거에 존재하였던 “지역통계”를 고도

화 한 콘텐츠로, 시도 및 시군구 통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에는 없었던 맞춤형 공간정보통계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였

다. 이용자가 생산한 시도 또는 시군구 데이터를 공간정보통계의 [맞춤형 

통계 시각화]에 업로드하여 통계 수치에 따른 구분이 가능한 지도차트 이

미지 파일을 제공하며 이를 저장 또는 인쇄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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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는 해외 Micro & Macro data 부분

을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의 국제통계를 국제기구통계로 정리·보완하였

다. 해외 마이크로데이터 및 매크로데이터 메타정보를 제공하고 링크를 

해줌으로써 유용한 해외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5년에는 해외 Micro & Macro data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

록하였고 정보 업데이트 일자를 표시함으로써 정보 제공 시점을 제시하

였다. 국제기구통계부분에는 콘텐츠의 내용을 강화하였다. 국제기구통계

에서 통계표를 지표명으로 변경하여 지표(예시: OECD 에 제출하는 통계

인 기대수명)에 대한 개요, 출처, 담당부서, 작성주기, 작성체계, 용어정

의, 비교, 주요통계표를 제시하여 관련 메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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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주요 개선 사항2)

화면명 도메인 구분 수정(개선 전)

■ 도메인(URL)

  ○ 도메인이란 인터넷 상의 컴퓨터 주소를 알기 쉬운 영문으로 표현한 것

으로 도메인은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영역이며 ‘시스템, 조직, 조

직의 종류, 국가의 이름순’으로 구분되어 있음.

  ○ HAWELSIS는 보건복지통계의 영문명(Health and Welfare 

Statistics)의 줄임말임.

2) 본 내용 중 ‘수정(개선전)’ 부분은 〔오미애 외(2014) 보건복지통계정보 제공 및 이용 활성
화를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요약․발췌(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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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도메인 구분 수정(개선 후)

■ 도메인(URL)

  ○ 보건복지통계포털은 보건복지 분야 통계표를 제공하는 목적에 따라 

운영되었던 반면, 2014년 개편된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보건복지 

분야 마이크로데이터 및 매크로데이터 제공이 주된 운영 목적임.

  ○ 현재 운영 목적에 적절한 도메인(DATA) 주소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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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사이트맵 구분 수정(개선 전)

■ 콘텐츠

  ○ 통계청 KOSIS의 막대한 정보와의 차별성을 두고,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이 수행한 연구과제 DB를 구축하여 각 연구과제에서 조사 ․ 수집된 

Micro & Macro 데이터의 정보를 수요자 중심에서 제공하기 위한 콘

텐츠로 구성됨.

  ○ ‘연구 DB’, ‘Micro&Macro’, ‘사회보장통계’, ‘지역통계’, ‘해외자료’, 

‘정보 마당’, ‘마이페이지’, ‘이용안내’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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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사이트맵 구분 수정(개선 후)

■ 콘텐츠

  ○ 대메뉴별 소메뉴의 수정으로 일부 콘텐츠가 변경 및 추가됨.

  ○ ‘Micro&Macro’는 Data Bank’로, ‘지역통계’ 는 ‘공간정보통계’로 

변경하였으며, 포털 고도화 방향의 일환으로 ‘인포그래픽스’ 메뉴 

신설함.

  ○ ‘연구 DB’, ‘Data Bank’, ‘사회보장통계’, ‘공간정보통계’, ‘해외자

료’, ‘인포그래픽스’, ‘정보마당’, ‘마이페이지’, ‘이용안내’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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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메인 구분 수정(개선 전)

■ 메인 콘텐츠 구성

  ○ 좌측 토글을 통해 ‘연구 DB’, ‘Micro&Macro’, ‘사회보장통계’에 

해당하는 분류에 대한 접근이 용이함.

  ○ ‘공지사항’, ‘신규 연구 DB’, ‘신규 Micro&Macro’, ‘해외통계’, 

‘인기데이터 TOP 5’의 3~5개의 제목만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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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메인 구분 수정(개선 후)

■ 메인 콘텐츠 구성

  ○ 주요 콘텐츠인 ‘신규 연구 DB’, ‘신규 Micro&Macro’, ‘해외통계’, ‘공

지사항’을 중심으로 공간을 크게 나누어 시각적으로 시원한 모습을 보

여줌.

  ○ ‘신규 연구 DB’와 ‘신규 Micro&Macro’는 탭방식으로 구현하여, 한

정된 메인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

  ○ 신규연구 게시물의 내용을 일부 보이도록 하여, 내용에 대해 미리 확

인할 수 있도록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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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메인 디자인 구분 수정(개선 전)

■ 메인 디자인

  ○ 그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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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메인 디자인-그리드시스템 구분 수정(개선 후)

■ 메인디자인 

  ○ 그리드 시스템3) 을 이용하여 시각적인 균형과 확장성, 가용성을 증가

시켰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12칼럼을 사용함.

3) 기준 치수에 의한 격자형 패턴에 따라 평면적,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계획 수법 도구로 그
리드(Grid)는 화면 요소를 배치하기 위한 수평선과 수직선의 패턴을 의미하며, 화면 요소
에 시각적 순서를 부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며, 웹사이트에서는 레이아웃
의 한 수단으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일정한 구조로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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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메인 레이아웃(Layout) 구분 수정(개선 전)

■ 구성

  ○ 3단 컬럼 레이아웃임.

  ○ 좌측 네비게이션 영역과 중앙에 메인 콘텐츠 영역을 두고 오른쪽에 간

단한 콘텐츠 영역을 두는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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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메인 레이아웃(Layout) 구분 수정(개선 후)

■ 구성

  ○ 2단 컬럼 레이아웃임.

  ○ 두 개의 세로 영역을 가지며, 공간을 크게 나누어 시각적으로 시원해 

보이고, 비주얼 영역을 크게 이용할 수 있게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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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대메뉴(GNB) 구분 수정(개선 전)

■ 대메뉴(GNB; Global Navigation Bar)

  ○ 웹사이트에서 항상 표시되는 메뉴로써 탑메뉴, 메인 메뉴라고도 불림

  ○ 주로 웹사이트 상단 혹은 좌측에 고정으로 위치한 주메뉴를 칭함.

■ 구성

  ○ 연구과제 DB를 구축하여 각 연구과제에서 조사 ․ 수집된 Micro & 

Macro 데이터 정보를 수요자 중심에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뉴

가 구성됨.

  ○ ‘연구 DB’, ‘Micro&Macro’, ‘사회보장통계’, ‘지역통계’, ‘해외자

료’,‘정보 마당’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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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대메뉴(GNB) 구분 수정(개선 후)

■ 구성

  ○ 대메뉴별 소메뉴 등의 수정으로 일부 메뉴명 변경 및 추가됨. 

  ○ ‘Micro&Macro’는 Data Bank’로, ‘지역통계’ 는 ‘공간정보통계’로 

변경되었으며, 포털 고도화 방향의 일환으로 ‘인포그래픽스’ 메뉴 신

설함.

  ○ 대메뉴 간의 간격 조정으로 오른쪽 공백이 없어짐.

  ○ ‘연구 DB’, ‘Data Bank’, ‘사회보장통계’, ‘공간정보통계’, ‘해외자

료’, ‘인포그래픽스’, ‘정보마당’으로 구성됨.

  ○ 마우스오버를 하면 서브메뉴가 나오며, 서브메뉴가 차지하는 영역(줄

간격)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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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메인 노출: 그래프 구분 수정(개선 전)

■ 메인 노출

  ○ 관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통계지표를 그래프화하여 메인 중앙에 

노출시킴.

  ○ 노출될 그래프는 마이플랫폼을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그래프에 마우

스오버를 했을 때 이용자는 세부 통계 수치가 확인 가능하고 범례를 

재설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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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메인 노출: 인포그래픽스 구분 수정(개선 후)

■ 메인 노출

  ○ 관리자가 선택한 인포그래픽스와 통계 시각화 자료를 노출시킴.

  ○ 복수개의 배너가 등록 된 경우 자동으로 롤링되도록 구현함(최대 

10개).

  ○ 인포그래픽스 및 통계 시각화 자료는 이용자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를 시각화 하여 쉽고 간결한 구조로 정보를 전달하는, SNS 환경

에 최적화된 홍보 콘텐츠임.

  ○ 노출될 자료는 주기적으로 관리자가 변경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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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배너(Banner) 구분 수정(개선 전)

■ 배너

  ○ 좌측에 보건복지와 통계청 배너를 넣어 클릭하면 각 사이트로 이동하

도록 하였고, 메인화면 중앙 아래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제공정책, 이용안내, 신청) 관련 배너를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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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배너(Banner) 구분 수정(개선 후)

■ 배너

  ○ 마이크로데이터의 대한 수요가 많아져,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인 하단에 배치한 마이크로데이터(제공정책, 이용안내, 

신청, 자료문의) 관련 배너를 메인 오른쪽 상단에 배치함.

  ○ 불필요한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배너는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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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푸터(Footer) 구분 수정(개선 전)

■ 푸터

  ○ 푸터영역 혹은 COPYRIGHT 영역이라고 불리기도 함.

  ○ 보통 웹사이트의 기본 정보(회사에 대한 정보와 사업자 번호, 전화번

호 등)를 표시하며, 내용의 복제 및 인용을 금지하는 저작권 표시를 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퀵메

뉴를 푸터영역에 추가

  ○ 퀵메뉴는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정책’,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안내’, ‘마

이크로데이터 신청’, ‘마이크로데이터 Q&A’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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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푸터(Footer) 구분 수정(개선 후)

■ 푸터

  ○ 마이크로데이터 관련 정보를 메인 오른쪽 상단에 배치함으로써 보통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기본 정보(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대한 정보 

등)와 저작권 표시만 제시하여 푸터가 차지하는 영역을 줄임.

  ○ 푸터 상단에 위치했던 ‘국내/해외 통계사이트’는 푸터안에 배치하였

고, 불필요한 SNS 링크 삭제함.

  ○ 전체적인 메인 디자인에 맞게 푸터 색깔 변경함(빨강색→밝은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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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좌측토글 구분 삭제

■ 좌측토글

  ○ 메인화면에서 대메뉴를 거쳐 서브메뉴의 접근보다 좌측 토글을 클릭

했을 때 해당 내용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 토글기능 이용이 낮고 메인 화면의 정보전달의 제한으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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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메인 콘텐츠 구분 삭제

■ ‘인기데이터 Top 5’ 콘텐츠

  ○ ‘Micro & Macro’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데이터 5가지를 

보여줌.

  ○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개별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 습득이 목적이므로 

인기데이터의 정보제공은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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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지역통계 구분 수정(개선 전)

■ 구성

  ○ 주제별, 지역별, 시도(16개 시도), 시군구통계로 분류하여 통계지표에 

따른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이용자에게 통계정보와 지리정보를 융합

한 서비스를 제공함.

  ○ 지도에 마우스오버를 했을 때 관련 통계수치가 나오며, 상단의 ‘통계

표보기’를 선택하면 마이플랫폼을 통해 직접 통계표가 표시되고 마이

플렛폼에서 간단한 막대그래프제작, 통계표 엑셀 다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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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공간정보통계 구분 수정(개선 후)

     

■ 구성

  ○ ‘지역통계’에서 ‘공간정보통계’로 명칭 변경

  ○ 주제별, 지역별, 시도(17개 시도, 세종시 포함), 시군구통계로 분류하

여 통계지표에 따른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이용자에게 통계정보와 지

리정보를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함.

  ○ 지도차트 하단의 통계지표에 대한 통계표, 통계관련 메타정보(출처, 

주석 등)를 직접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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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해외자료-국제기구통계 구분 수정(개선 전)

■ 구성

  ○ 통계분류와 통계표명칭이 보여지며, 통계표명칭을 클릭했을 때 마이

플랫폼 화면이 나타나면서 통계표를 보여줌.

  ○ 국제기구통계 분류를 선택(WHO, OECD, EU)하여 검색할 수 있도

록 함.

  ○ 통계표명칭에 따라 검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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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해외자료-국제기구통계 ① 구분 수정(개선 후)

■ 구성

  ○ ‘통계표명칭’ → ‘지표명’으로 변경

  ○ 기존의 통계표명칭을 클릭했을 때 마이플랫폼으로 바로 보여지는 경우 

메타정보의 기록 및 노출의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노출하는 방식

이 아니라 먼저 국제기구통계 관련 메타정보(상세화면) 등을 보여줌.

  ○ ‘지표명’을 선택하면 해당 지표에 대한 상세화면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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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해외자료-국제기구통계 ② 구분 수정(개선 후)

■ 구성

  ○ 지표에 대한 메타정보는 ‘개요, 출처, 담당부서, 작성주기, 작성체계, 

용어정의, 비고, 주요 통계표’로 구성됨.

  ○ ‘주요 통계표’를 선택하면 마이플랫폼 화면이 나타나면서 관련 주요 

통계표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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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해외자료-해외 Micro&Macro 구분 수정(개선 후)

■ 구성

  ○ 해외 Micro&Macro Data 소개에서 업데이트 일자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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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인포그래픽스 구분 신규 추가

■ 인포그래픽스

  ○ 보건복지 분야 관련 통계 자료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및 수용도를 높

일 수 있도록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콘텐츠임.

■ 구성

  ○ 서브메뉴는 ‘인포그래픽스’와 ‘통계 시각화’로 구성되며, 각 서브메뉴

는 게시판형식과 이미지형식으로 구현함.

  ○ 게시판형식은 자료의 제목과 작성일이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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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정보마당-마이플랫폼 설치 가이드 구분 신규 추가

■ 구성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마이플랫폼 설치 가이드 페이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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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Micro&Macro-신청 및 처리현황 ① 구분 수정(개선 전)

■ 구성

  ○ 마이크로데이터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e-mail 신청보다는 보건복지

데이터포털에서 직접 게시글을 작성하여 신청 할 수 있게 제작함.

  ○ 마이크로데이터 신청 및 처리현황(자료요청/접수/입금대기/완료) 목

록을 보여줌.

  ○ 글쓰기는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하며, 본인이 쓴 게시글만 조회 가능함.

  ○ 이용자가 작성한 제목으로 작성 게시물 검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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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Data Bank-신청 및 처리현황 ① 구분 수정(개선 후)

■ 구성

  ○ ‘제목’ → ‘요청데이터명(연도)’로 변경함.

  ○ 작성게시물 검색 기능을 ‘데이터명’ 뿐만 아니라 ‘처리상태’, ‘작성자

이름’으로도 검색 가능하도록 구현함.

  ○ 기존의 4단계(자료요청/접수/입금대기/완료) 처리상태에서 ‘구매포

기’를 추가하여 5단계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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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Micro&Macro-신청 및 처리현황 ② 구분 수정(개선 전)

■ 신청방법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안내’에서도 신청 절차에 대한 방법을 공지하였

으나, 추가로 신청게시판의 ‘글쓰기’를 클릭했을 때 상단에 ‘마이크로

데이터 신청시 유의사항’ 화면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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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Data Bank-신청 및 처리현황 ② 구분 수정(개선 후)

■ 신청방법

  ○ 이전에는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안내’에서 ‘자료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었으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게시판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하게 함.

  ○ 그 외 마이크로데이터 신청시 필요한 참고자료는 직접 다운 가능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현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제공 가능한 데이터관련 정보’

  ○ ‘마이크로데이터 신청 시 유의사항’ 내용을 숙지했다는 체크 박스를 

선택해야만 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유의 사항을 숙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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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Micro&Macro-신청 및 처리현황 ③ 구분 수정(개선 전)

■ 신청방법

  ○ 신청 내용은 ‘제목’,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요청자료’, ‘전자

계산서 발급요청’, ‘영수증 발급요청’, ‘기타요청사항’, ‘연구제목’, ‘연

구목적’ ,‘첨부파일’로 구성됨.

  ○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은 회원정보에서 자동으로 기입됨.

  ○ 요청 자료의 종류, 영수증과 전자계산서 다중 선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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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Data Bank-신청 및 처리현황 ③ 구분 수정(개선 후)

■ 신청방법

  ○ 기존의 ‘제목’을 ‘요청 데이터명과 연도’로 변경하여 이용자가 신청하

는 데이터의 정확한 정보 확인이 가능함.

  ○ 하나의 게시물만으로 여러 데이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요청 데이터 

항목을 10개까지 추가 가능함.

  ○ 요청 데이터 종류는 기존의 다중 선택 방식에서 한 가지만 선택가능하

며, 자료이용료 관련 요청 사항도 한 개만 신청 가능함.

  ○ 전자 세금 계산서를 요청 할 경우, 글 작성자와 담당자가 다른 경우를 

대비하여, 담당자 이름과 이메일을 별도로 입력 받도록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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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Micro&Macro-신청 및 처리현황 ④ 구분 수정(개선 전)

■ 신청방법

  ○ 연구계획서(연구제목 및 목적)관련 내용을 게시판에 직접 입력함.

  ○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자료 신청서’와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자율적으로 첨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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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Data Bank-신청 및 처리현황 ④ 구분 수정(개선 후)

■ 신청방법

  ○ 이용자가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자료 신청서’ 등록 방법(팩스, 이메

일, 파일 첨부)을 선택하도록 구현하였으며, 등록 방법을 ‘파일 첨부’

를 선택하면 반드시 ‘자료 신청서’를 첨부해야 작성 게시물이 저장됨.

  ○ 이용자 소속기관에 따라 ‘자료 신청서’를 웹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보

안이 강화된 곳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함.



118 2015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 관리 및 운영

화면명 Micro&Macro-신청 및 처리현황 ⑤ 구분 수정(개선 전)

■ 신청방법

  ○ 작성된 게시물은 진행과정에 따라 관리자가 처리 상태를 변경함.

  ○ 관리자는 처리상태에 대한 정보를 답변내용에 모두 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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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Data Bank-신청 및 처리현황 ⑤ 구분 수정(개선 후)

■ 신청방법

  ○ 각 처리상태(자료요청/접수/입금대기/완료/구매포기)별로 관리자의 

답변 내용을 이용자가 보기 쉽게 구분함.

  ○ 처리상태가 ‘완료’일 때 작성된 게시물에서 데이터 직접 다운로드 가

능하도록 구현함(다운로드 기간은 2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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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회원가입 구분 수정(개선 전)

■ 본인확인서비스

  ○ 공공 I-PIN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로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줄임말로, 인터넷 상 개인 식별

번호를 의미하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글쓰기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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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회원가입 구분 수정(개선 후)

■ 본인확인서비스

  ○ 이용자의 회원가입 편의를 위해 현재 사용중인 공공 I-PIN 본인확인

서비스 이외에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함.

  ○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생년월일과 휴대

폰 인증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신규 콘텐츠 구축

제1절  데이터 시각화

제2절  공간정보통계

5제 장





제1절 데이터 시각화

  1. 인포그래픽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는 통계표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

졌으면 좋겠다는 이용자 설문조사의 결과를 적극 수렴하여 인포그래픽스 

제작하였다. 이는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홍보 효과 측면도 존재한다. 

데이터 시각화는 여러 지자체, 연구기관에서 연구결과물을 이용자들에

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인포메이션 그래픽

(Information graphics) 또는 인포그래픽(Infographics), 뉴스 그래픽

(News graphics)은 정보, 자료 또는 지식의 시각적 표현이다. 정보를 구

체적, 표면적, 실용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그림이나 사진 등

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복잡한 정보를 빠르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기호, 지도, 기술 문서 등에서 사용하며,  차트, 사실박스, 지도, 다

이어그램, 흐름도, 로고, 달력, 일러스트레이션,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

표 등도 인포그래픽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인포그래픽스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신규 콘텐츠 구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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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인포그래픽스 ① 구분 신규 추가

■ 인포그래픽스

  ○ 보건복지분야 관련 통계 자료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및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콘텐츠를 게시함.

■ 구성

  ○ 서브메뉴는 ‘인포그래픽스’와 ‘통계 시각화’로 구성되며, 각 서브메뉴

는 ‘이미지형’과 ‘리스트형’으로 구현됨.

  ○ ‘리스트형’은 자료의 제목과 작성일이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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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인포그래픽스 ② 구분 신규 추가

■ 구성

  ○ ‘리스트형’은 제목, ‘이미지형’은 섬네일(축소된 이미지)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보여줌.

  ○ 인포그래픽스 주요 콘텐츠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이며, 각 

인포그래픽스에 따라 3~5개의 정보 습득이 가능함.

  ○ 하단에 관련파일에는 인포그래픽스가 다운가능하도록 첨부되며, 관련

링크는 ‘연구 DB’에 기록된 관련 보고서 링크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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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인포그래픽스 ③ 구분 신규 추가

■ 구성

  ○ 통계시각화에서는 주요통계표를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수

치를 그림으로 보여줌.

  ○ 인포그래픽스와 마찬가지로 ‘리스트형’은 제목, ‘이미지형’은 섬네일

(축소된 이미지)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보여줌.

  ○ 하단의 관련파일에는 통계시각화그림이 다운가능하도록 첨부되며, 관

련링크는 ‘연구 DB’에 기록된 관련 보고서 링크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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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포그래픽스 제작 콘텐츠 설명

가.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사이트소개

개편된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소개는 이용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도 한눈에 이해 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였으며, 메인에서 보건

복지데이터포털은 보건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하였다. 화사한 컬러를 사용하여 보건복

지데이터포털에서 습득할 수 있는 6가지 콘텐츠를 간략한 설명에 부합되

는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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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안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인구분야의 기초통계 생

산을 위하여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마이크로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외부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에, 이를 부각시키고자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안내를  인포그래픽으로 제

작하였다. 

전체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타임라인 인포그래

픽스’로 나타내었고. 사용자가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각 단

계를 실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극대화하여 표현하였다. 

메인에서 마이크로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궁금해하던 사

용자의 모습에서 하단 마지막 부분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효과적으로 사

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모습으로 이 과정을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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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복을 더해주는 나눔에 관한 이야기(장영식 등, 2015)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복지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대하고, 국가에서 미

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한 나눔 문화의 확대 필요성 및 이의 중요성에 대

한 공감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나눔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

에 인포그래픽을 통해 국내 나눔 전반의 규모 및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나눔’이 주제인 만큼 주로 밝은 컬러와 웃고 있는 그래픽으로 톤 앤 매

너(Tone & Manner)4)를 표현하였고, 상단에 각 단락이 의미하는 장면

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통계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하

였다. 

그래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막대형태보다 기부, 자원봉사

활동, 생명나눔에 어울리는 메타포(metaphor)5)로 표현하였다. 

기부, 자원봉사활동, 생명나눔에 대한 분류가 구분이 되도록 각기 다른 

4) 톤 앤 매너란 작업물에 관한 색상적 분위기나 방향성,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분
위기나 이미지로 전달되어지는 느낌을 일컬음.

5) 메타포란 상징과 은유가 담겨 표현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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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를 사용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나눔’이라는 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라데이션으로 배경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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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정경희 등, 2014)

노인실태조사는 한국 노인의 다각적인 생활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특성의 변화추이를 예측함으로써 현재의 노인 정책 및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이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인포그래픽을 통해 1994-2014년 우리나라 노인

들의 특성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노년을 인생의 황혼기라고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을 빌려와 도시에서 

하늘을 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메인으로 표

현하였다. 

그래프와 어울리는 모습으로 ‘가구형태의 변화’는 ‘집’, ‘도시지역 거주 

노인율 변화’는 ‘거리’, ‘노인의 건강행위 변화’는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

인의 모습’ 등으로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마을’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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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막대형태보다 담배, 술병, 철

봉, 청진기 등 어울리는 메타포(metaphor)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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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김성희 등, 2014)

장애인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장애 출현율 통계지표를 생

산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다양한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기초자료이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는 장애인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자 하였다. 

메인에서는 여러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밴드

를 결성한 행복한 분위기를 표현하여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길을 따라 이용자에게 흐름을 

쉽게 따라 올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장애를 가진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소화해 내는 모습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메시

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그래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막대형태보다 담배, 술

병, 철봉, 청진기 등 어울리는 메타포(metaphor)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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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데이터 시각화 관련 해외 연구 사례

데이터 시각화는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공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통계학 분야에서도 해외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학

회 중 하나인 VISIGRAPP 학회는 올해로 10번째 개최하고 있는 국제 학

술대회로, Computer Vision, Imaging and Computer Graphics 

Theory and Application 등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 학회

는 세 분야의 국제학술대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며, 세 분야는 

GRAPP2015(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graph-

ics theory and applications), IVAPP2015(6th International con-

ference on information visualization theory and applications), 

VISAPP2015(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vision theory and 

applications) 이다. 

이 학회는 다른 여느 학회와는 달리 Data Visualization에 강점을 가

지고 있는데, Data Visualization 관련 세션으로는 ABSTRACT Data 

Visualization, GENERAL Data Visualization, SPATIAL Data 

Visualization  이렇게 3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 시각화에 관련된 이용자의 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 연구는 불확실성 시각화(Uncertainty visualization)에 대한 내용

으로 Line 과 Bar charts에서 error를 표현해주는 방법으로 두 그림을 

제시한 뒤, 통계분석가와 정책담당자, 저널리스트들을 대상(n=108)으로 

어떠한 그림이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주는지 실험하였다. 그 결과, rib-

bon + line 과 Cigarette with point estimate 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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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연구로는 University of Stuttgart에 있는 데이터 시각화 센터

에서, diagram을 aesthetic 측면에서 다양한 실험자를 대상으로 선호도

를 조사하였다. 

diagram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비교하였으며, voting 하는 것으로 

선호도 조사하였다. 

○ Old vs. New

○ Colored vs. Non-colored

○ 2D vs. 3D

○ Animated vs. Static

○ Radial vs. Cartesian

○ Infographic vs. Traditional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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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ce-filling vs. Non-space-Filling

○ Scientific vs. Information Visualization 

이러한 연구들은 수치로 나타낸 데이터를 그림으로 시각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그림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만족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연구결과이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는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연구도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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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간정보통계

  1. 공간정보통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새롭게 구축한 공간정보통계는 과거에 있

었던 ‘지역통계’를 ‘공간정보통계’로 변경하면서 고도화한 신규 콘텐츠

이다. 

시도, 시군구 통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통계에 대한 시각화뿐만 아니라, 통계표, 통계관련 메타정보

(출처, 주석 등)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통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거에 없었던 맞춤형 공간정보통계 시각화 tool을 개발하여 

이용자가 본인의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였다.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지도 차트 제목을 입력하고 시도 또는 시군

구 통계를 선택한다. 그리고 본인의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통계 수치에 

따른 범주별로 지도에 색상이 다르게 표시되며, 이용자는 변화되는 색상

을 선택 할 수 있게 하였다. 지도 차트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

도록 구현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규 콘텐츠인 공간정보통계에 대한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장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신규 콘텐츠 구축 145

화면명 공간정보통계 구분 수정(개선 후)

■ 구성

  ○ ‘지역통계’에서 ‘공간정보통계’로 명칭 변경

  ○ 주제별, 지역별, 시도(17개 시도, 세종시 포함), 시군구통계로 나뉘며 

통계지표에 따라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이용자에게 통계정보와 지리

정보를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함.

  ○ 지도차트 하단의 통계지표에 대한 통계표, 통계관련 메타정보(출처, 

주석 등)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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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공간정보통계

-맞춤형 통계시각화 ①
구분 신규 추가

■ 구성

  ○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지도상의 행정경계위에 시각적, 공간적으로 통

계수치를 표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서비스 사용방법

  ○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지도 차트 제목을 입력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통

계를 선택 가능함.

  ○ 통계 수치에 따른 범주별로 지도에 색상이 다르게 표시되며, 이용자는 

변화되는 색상을 선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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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공간정보통계

-맞춤형 통계시각화 ②
구분 신규 추가

■ 서비스 사용방법

  ○ 제목 줄 오른쪽에 표시된 ‘가져오기’를 선택했을 때 이전에 저장한 목

록이 팝업창으로 구현되어 저장된 데이터를 선택하면 데이터가 자동 

적용됨.

  ○ ‘데이터 가져오기’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 회원에 한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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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공간정보통계

-맞춤형 통계시각화 ③
구분 신규 추가

■ 서비스 사용방법

  ○ 맞춤형통계시각화 첫 페이지에서 색상을 선택 후 다음단계로 데이터 

입력 화면을 보여줌.

  ○ 데이터 입력시 지역정보(지역코드, 지역명)는 수정할 수 없고, 통계수

치만 입력 가능함.

  ○ ‘Excel Down’은 이용자가 현재 입력된 값과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저

장 가능하며, ‘Excel Upload’는 지역정보가 동일했을 때 이용자가 소

지하고 있는 엑셀파일을 게시판에 첨부하면 통계수치가 일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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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공간정보통계

-맞춤형 통계시각화 ④
구분 신규 추가

■ 서비스 사용방법

  ○ 데이터 입력 후 다음단계로 통계수치가 적용된 지도 차트가 보여짐.

  ○ 지도 차트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구현하였으나, 

저장기능은 회원의 경우에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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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간정보통계 관련 해외 연구 사례

공간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지리관련 연구이다. 스페

인의 Geographic & Catographic 연구소(ICGC)는 지역(territory)에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리정보 기술을 보유하고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다. 지리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부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가공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ICGC는 원격탐사(remote sensing), GIS, 

정보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자 ICGC은 다음의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  Explorin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urban behaviour

○  Analysis and assesment of energy efficiency

○  Modeling and mapping of environmental impacts

○ Surveillance and change detection of critical 

environments and infrastructures 

ICGC의 하는 역할 가운데, 흥미로웠던 주제는 1. 광공해(light pollu-

tion)에 관한 연구와 2. 산불 관리(forest fires management)에 대한 

연구이다. 또한 ICGC는 맞춤형 지도 tool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위의 두 연구와 맞춤형 지도 tool을 살펴봄으로써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공간정보통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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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The environmental impact of light pollution

저녁 시간대에 외부의 빛 사용(건물 외관 등) 증가는 의도하지 않은 광

공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다른 생체 리듬 시간대의 광신호(light signal)

는 식물과 동물의 정상적인 행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ICGC

에서는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적 영향 측면에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에서 광공해의 범위와 타입을 detect 한다. 

  

light map은 빛이 얼마나 많은 빛이 어느 지역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공간적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광공해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이는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적 경제적 이슈에서 광공해를 평가할 수 있

고, smart indicators도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데이터와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성 및 생산 모델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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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능하다. 아래 그림은 과도한 light를 사용하는 지역을 시각적으로 나

타낸 것이다.

나. Forest fires management : Detection, Delimitation, Risk 

and Analysis

ICGC는 산불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은 삼림 생태 및 시민보호(위기재난관리)의 자연환경적인 보호를 위

해 매우 가치있는 tool 이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확인할 수 있듯이, 초목 구조, 다양성, 수분 스트

레스, 토지 사용, 경관 보전 등의 정보 등을 활용하여 fire risk index 

map을 만들어서 관련 관계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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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nstaMaps

ICGC는 InstaMaps 라는 tool 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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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gallery 에서는 다양한 450개의 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름, 

유저, 날짜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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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엇을 보고자 했는지에 대한 정

보도 제공해 주고 있어서 이용자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map을 찾고 어

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준다. 아래 예제는 

metro 경로에 대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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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nstaMaps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map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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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제로 서울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map이다. 여기에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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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Maps에서는 이용자가 만든 지도를 인쇄하고 다운로드받고, 이를 

social networks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는 올해에 공간정보통계를 개발하였지만, 향

후 공간정보통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서 InstaMaps에서 제공하고 있

는 정보 수준으로 서비스해야 할 것이다.   



결 론6제 장





2014년도에 통계표 중심의 보건복지통계포털에서 데이터 중심의 보건

복지데이터포털로 개편되면서 2015년도에는 작년의 개편작업에 내실을 

기하고자 기본적으로 각 항목별로 업데이트 및 수정·보완하였다. 연 초에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방향성을 재확인하고 이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2015년 개편작업이 이루어졌다.  

우선, 메인페이지를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여 보기 쉽

게 구현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고도화 작업으로 인포그래

픽스와 공간정보통계를 개발하여 이용자들이 통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실태조사와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홍보를 중심으

로 인포그래픽스를 제작하고, 공간정보통계에서는 맞춤형 공간정보통계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접 제작하는 지도를 구현하였다. 해외

자료 항목에서는 국제기구통계의 콘텐츠 내용을 보완하여 국제기구에 제

출하는 통계에 대한 정의, 출처, 담당부서, 작성 주기, 작성체계 등의 메

타정보와 주요 통계표를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방향성을 데이터 중심의 포털로 유지하면서, 보

건복지데이터포털의 단기적·중장기적 주요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recommendation system 구축하

여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rec-

ommendation system을 통해 제공해 줌으로써 정보제공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데이터베이스와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데

결 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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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를 결합한 모형을 구축하여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고유의 rec-

ommendation system을 보유한다면, 공공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성과

물이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영문화 작업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이용자를 살펴보면 해외에서 보건복지데이터포

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해외 이용자들도 접근 가능한 보건복지데

이터포털 영문화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용 가능한 영문화된 마이크로데이

터를 제공하여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하겠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편리한 보건복

지정보 서비스 환경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운영․관리하여야 하

며, 사용자 중심의 화면 디자인이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정보 

접근단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계정보 서비스의 고도화 및 환경 개선

을 통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중점으로 

2015년도에 개편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 관

련 기초통계 및 마이크로데이터, 보고통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

계자료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질 높은 통계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구

축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통계자료의 신속한 갱신과 신규로 조사되는 기초통계 및 조사 자료의 DB 

관련 추가적인 업무와 원시자료를 GIS와 데이터 시각화로 보여줌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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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정기혜 O

3 우리나라의 복지레짐 전망과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고제이 X

4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강신욱 X

5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연구 고제이 X

6 보건복지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신영석 X

7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 대응방안 김대중 X

8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현황과 체계화 방안 연구 류정희 X

9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국제사례 연구와 시사점 : 사회협약 
창출능력을 중심으로

유근춘 X

10 500조 시대를 대비한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원종욱 X

11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의 개편 방안 신영석 X

12 공공보건의료의현황과발전방향:국립대병원과지방의료원중심으로 김남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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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통계집 I, 통계집 II

김동진 X

15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VBP) 도입방안 신현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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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분석 박실비아 X

18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윤강재 X

19 병상자원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오영호 X

20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경향과 과제 윤강재 X

21 생활습관병 실태와 대응방안 정영호 O

22 생활습관병 감소 전략을 위한 건강의식, 건강행태, 건강수준 경로분석 정영호 X

23 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과 이환패턴 분석 연구 전진아 X

24 생활습관병 치료순응 현황 및 개선방안 박은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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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일본 & 영국 노대명 X

26 고용‧복지 친화적 재정지출 정책 연구 남상호 X

27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 진단 연구 박세경 O

28 장애노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 황주희 O

29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을 
중심으로

김유경 X

30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고제이 X

31 2014 보건복지정책현안과 정책과제 신영석 X

32 2014년 빈곤통계연보 임완섭 X

33 사회분야 글로벌 다자기구에의 전략적 참여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 연구 홍석표 X

34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 가족변화‧사회변화 국제비교 김미숙 O

35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방안 이삼식 X

36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이삼식 X

37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인구사회의 인구자질에 관한 연구 이소영 O

38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과 대응전략: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강은나 O

39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김재호 X

40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따른 거시경제 및 노동수급 전망과 정책과제
경제시스템 
분석학회

X

41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산업구조 이진면 X

42 농촌의 중장기 인구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과제 성주인 X

43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여성의 사회집단별 위험과 대응 전략 장미혜 X

44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II): 
정릉3동‧영등2동‧소태면 사례을 중심으로

오영희 O

45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조성호 X

46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변수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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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신윤정 X

48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신윤정 X

49 출산 및 양육의 사회‧문화적 환경 분석 박종서 X

50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김은정 O

51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원종욱 X

52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우해봉 X

5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수입 전망과 사회복지 지출부담 분석 고제이 X

54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사적 연금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원종욱 X

55 인구구조 변화와 공‧사적이전 분담실태 연구 황남희 X

56 노인단독가구의 생활 현황과 정책 과제 정경희 O

57 노인 건강상태주기별 보건사업의 대응전략 선우덕 X

58 노인 보건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O

59 생애말기케어의 사회적 가치분석 고숙자 

60 건강위험요인과 사망의 관련성에 대한 종단연구 김혜련 X

61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최은진 X

62 약물 및 알코올 중독과 대응방안 정진욱 O

63 인터넷 및 도박 중독 현황과 대응방안 송태민 O

64 자살위험도 결정요인 및 지역간 격차 요인분석 이상영 X

65 사회보장 정책 비교연구 5차년 과제 박수지 X

6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김미곤 O

67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지표개발 기초연구 정해식 X

68 사회갈등 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영호 X

69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센터 운영 김승권 X

70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여유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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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보건복지통계정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미애 X

72
보건복지통계정보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

오미애 X

73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이태진 O

74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만성질환, 임신‧출산, 
보건의식행태

최정수 X

75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이상림 X

76
미혼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산부인과 이용 
및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이상림 O

77
미혼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지원 방안: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의 생식건강 교육 환경 개선

김동식 O

78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유근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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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해외자료 업데이트 목록

1. Micro data 목록

No. Micro Data

1 Consumer Expenditure Survey(USA)

2 Current Population Survey(USA) 

3 DNB Household Survey(Netherlands) 

4 EU-Labour Force Survey 

5 EU Statistics on Income & Living Conditions 

6 European Social Survey(ESS) 

7 European Values Study 

8 G-SOEP - German Socio-Economic Panel(DIW Berlin)

9 ICPSR data archive 

10 LIS data on income and inequality 

11 National Longitudinal Surveys(USA) 

12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USA) 

13 Survey of Consumer Finances(USA)

14 SHARE(Data on health and retirement in Europe) 

15 Survey on Household Income and Wealth(Italy) 

16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USA) 

17 Swedish Socio-economic Data 

18 UK Data Service and Archive 

19 U.S. Census 

20 World Values Survey 

21 Adult Education Survey

22 ECRI-Lending to Households in Europe

23 EUDO data-European Union Democracy Observatory(E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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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acro Data

1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s 

2 Demographic Yearbook(UN) 

3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IMF) 

4 European Regional Database 

5 EU Open Data Portal 

6 Eurostat Data / Eurostat Yearbook 

7 Gender data - United Nations 

8 GENESIS - German Official Statistics Portal

9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IMF) 

10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 Index(UN) 

11 International Debt Statistics(World Bank) 

12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data 

1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atabases 

14 Nordic Statistics - Statistik utan granser 

15 OECD data & documentation 

16 Social Security Data(ISSA) 

17 United Nations data 

18 UNICEF ChildInfo Data Portal

19 World Bank data portal

20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orld Bank) 

2. Macro dat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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