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정책명

2016-11

담당부서
작성자

(정보통계연구실/데이터연계팀)
(오미애/044-287-8267/
miaeoh@kihasa.re.kr)

2016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 관리 및 운영 (8년/계속)
○ 추진배경
- 국내·외적으로 시의성과 적절성 있는 보건복지 통계정보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 제공 중요성이 커짐
- 보건복지 영역에 특화된 통계 및 관련 서비스의 통합적 운영․관리
필요
- 정부 3.0 시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보건복지 통계정보
제공 역할 모색
○ 추진기간 : 2016.1.1 ~ 2016.12.31
○ 총사업비 : 180백만원
○ 주요내용
- 통계 분류체계에 따른 학술연구 DB 구축 및 보건복지통계정보의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통합 제공이 가능한 사이트 구축 및 운영
- 국내 마이크로데이터 및 매크로데이터 관리 및 이용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해외 마이크로데이터 및 매크로데이터 메타정보 제공 및 링크
- 기존 통계에 대한 최신 정보로의 신속한 업데이트 및 시각화를 통한
통계 확대
- Recommendation system 도입으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데이터 연계 방법론 연구 및 통계적 활용 가능성 분석
○ 추진경과
- 2015.3.~2015.4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조사
- 2015.5. : 2016년 연구사업에 대한 심의
- 2015.11. : 2016년 최종 연구계획서 제출
- 2016.2 : 과제 착수워크숍 완료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오미애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김상호 원장
○ 사업 관련자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업무분담 내용)

연구진행을 총괄적으로 담
연구책임자 오미애 부연구위원 ’16.1.1~ 12.31 당하며, 모든 연구 내용에
대해 연구책임자 역할 수행
참여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16.1.1~ 12.31 Deposit Data section 구축

참여연구원 진재현 전문연구원 ’16.1.1~ 12.31 연구 보조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참여연구원 천미경

연구원

’16.1.1~ 12.31 연구 보조

참여연구원 김솔휘

연구원

’16.1.1~ 12.31 연구 보조

SI(System Integration) 업체 : m114
- 본 과제는 8년차 계속사업으로, 보건복지통계DB구축을 위해 2009
년도에 ISP 수립
- 수요자 중심의 통계정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서비스가 가능한

추진실적

사이트 구축을 위해 2014년도에 보건복지통계포털에서 보건복지
데이터포털(data.kihasa.re.kr)로 도메인 변경
- 다양한 조사자료 제공 (2015년 한해 원내·외 205건 제공)
- 인포그래픽스 제작(2015년도: 6건), 통계시각화자료 제작
(2015년도: 8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