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가
다~모였습니다
구분

부문

자료명

시계열

기업통계등록부(대표자기준)

2010~2018년

기업통계등록부(사업자등록번호기준)

2010~2018년

분기 기업통계등록부(대표자기준)
종사자-기업체 연계DB

2015~2018년

육아휴직 사용현황DB

2015~2018년

2015~2018년

농업

2015~2018년

임업

2015~2018년
2015.01.~2018.12.

시간대별 유동인구

2015.01.~2018.12.

요일별 유동인구

2015.01.~2018.12.

기초정보
기타

2017.07.~2018.06.

성연령별 주거인구(서울, 부산)

2016~2017

성·연령별 직장인구(서울, 부산)

2016~2017

가구소득(서울, 부산)

2016~2017

성·연령별 카드매출1
업종별 카드매출
성·연령별 카드매출2

2018.10.~2019.09

신용정보(소득)(시군구/시도/행정동)

2018.12.~2019.09.

개인 또는 팀(3명 이하)의 형태로 누구나 참여 가능

통계데이터센터는
처음이지?

참가방법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data.kostat.go.kr)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접수(sbigdata@korea.kr)

대회일정

2020. 8. 10 ~ 11. 13

- 신청기간 : 8월 10일 ~ 8월 31일
- 분석기간 : 8월 18일 ~ 9월 29일 / 결과물 제출 : 8월 18일 ~ 10월 7일
- 심사 및 결과발표 : 10월 12일 ~ 11월 13일

드루와~
드루와~

구분

데이터분석 보고서

데이터분석 포스터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인원

1명/팀

2명/팀

1명/팀

1명/팀

1명/팀

2015.01.~2018.06.

상금

1,000천원

500천원

250천원

500천원

2015.01.~2018.06.

표창

2018.12.~2019.09.

너는 이미 신청하고 있다

시상내용

1명/팀

300천원 200천원

통계청장(7점)

※ 시상식 별도공지, 수상자(7팀) 모두에게 통계데이터센터 24주이용권(2,625,000원
상당) 수여

2018.12.~2019.09.

1000대 상권 정보

2018년

영업 중 업소(부산)

2017.07.~2018.06.

온라인가격정보

2017.01.~2020.06.

표준공시지가(서울, 부산)

2016~2017년

주택(단독/다세대/기타) (서울, 부산)

2016~2017년

건물·지가 공동주택정보(서울, 부산)

참가자격

2015~2018년

성·연령별 유동인구

신용정보(대출)(시군구/시도/행정동)

차량

2015~2018년

주택

경제·사회 신용정보(카드소비)(시군구/시도/행정동)

※ 자세한 사항은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data.kostat.go.kr) 참조

2009~2018년
2015~2018년

인구·가구 성연령별 유입인구(부산)

민간
자료

2008~2018년

가구

어업

데이터를 만나면 세상이 보인다

분야1 : 데이터분석 보고서 / 분야2 : 데이터분석 포스터

2018.4분기~2019.3분기

분기 기업통계등록부(사업자등록번호기준) 2018.4분기~2019.3분기

행정
사업장 기초DB(법인)
통계 통계등록부
사업장 기초DB(4대보험)
자료
인구

공모부문

문의사항
대전 (042-381-7225~7) 서울 (02-310-9405)
부산 (051-850-4490) 광주 (062-380-7282)

2016~2017년

건축물정보

2017.07.~2018.06.

기초정보 인구집중유발시설(서울, 부산)

2016.04.~2018.07.

도로별 차량통행량(서울, 부산)

2017년

시·군·구별 차량등록대수

2017년

행정동코드

2018.04.

법정동코드

2018.04.

SNS 데이터

2017년

모바일상품권

2018년

※ 행정통계자료와 마이크로데이터·민간자료간 개별자료 연계를 위한 키값 없음

35220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13층 통계데이터센터
(042) 381-7220/ 7223

2020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빅데이터의 시대
왜, 통계데이터센터일까요?

통계와 민간 빅데이터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통계데이터센터의 시대!
모든 국민에게 활짝 열려있는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절차

➑ 장비반출

승인

이제 대전, 서울, 부산, 광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용자
➊ 이용신청
data.kostat.go.kr

➐ 분석결과
제공여부 검토

제공서비스

민간기관

공공기관

누구나 승인 받은 각종 자료를
직접 연계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료반출
평가위원회
➏ 분석결과
반출신청

➋ 승인 여부
검토

승인 받은 각종 자료란?
· 행정통계자료, 통계기초자료(Microdata), 민간자료
분석센터이용, 다차원 분석 서비스

승인

미승인

마이크로데이터

통계등록부

민간데이터

➎ 자료분석

분석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데이터 분석 전문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➌ 좌석배정 및
이용료 결제

데이터 분석전문가 서비스란?

통계데이터센터

· 자료 이용 상담 서비스
· 자료 연계·분석 자문 서비스
· 자료 주문형 분석 서비스
(이용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분석해주는 서비스)
· 비식별화 처리 지원

데이터 안심존(보안환경)

자료반입
장비반입

통계작성기관

일반이용자

통계작성 목적

연구분석 목적

➍ 통계데이터센터 방문
(대전·서울·부산·광주)

연구기관/대학/기업/개인

다양한 분석사례를 공유하고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 유출 차단을 위해 엄격한 보안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결과물은 비식별화
처리된 자료만 반출 가능합니다.

통계데이터센터란?
개인정보 침해 없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자유롭게 연계·융합을
지원하는 보안환경이 구축된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찾아오시는 길
·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통계센터 13층
·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7층 데이터 안심존
·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1층

다른 빅데이터센터와의 차별점
통계기초자료(Microdata),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작성용으로
가공한 통계행정자료에 민간자료까지 한 곳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 이용서비스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광주통합청사 4층 402호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청 MOU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통계데이터를 일반이용자에게도 개방합니다.
※ 지역별 운영 개시일 등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