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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양과 종류,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매킨지, 가트너 등에서 언급한 빅데이터의 개념은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에서 이제 빅데이터는 사회·환경적 현상을 보다 면밀하게 파
악하고, 시의 적절하게 측정하여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관찰하는 수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애분야 역시 이러한 빅데이터 현상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면 장애분야의 빅데이터란 무엇이고,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수집되어, 축적되어
있는 장애관련 데이터들은 어떤 형태로 어떤 기관에 존재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는 무엇인지, 실제로 빅데이터는 장애분야 어떠한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애분야 빅데이터는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특성과 범위를 정의함으로서 장애분야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고, 빅
데이터를 활용한 시험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조사·정리한 자료와 활용한 데이터는 장애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
어서 기초자료로 활용, 관계자 및 실무계 종사하시는 분들께 널리 참고가 될 것으
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가 장애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참
고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본원 정책연구실의 연구진과 연구가 완성되기까지
여러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학계 및 실무계 인사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2019년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 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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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Ⅰ. 서론
1.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양과 종류, 속도의 증가로 기존 매킨지, 가트
너 등에서 언급한 빅데이터의 개념은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음
- 이 같은 변화의 흐름에서 빅데이터는 사회·환경적 현상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시의 적절하게 측정하여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관찰하는
수단이 되어 가고 있음
○ 장애분야 역시 이러한 빅데이터 현상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임
- 이 같은 맥락에서 장애분야의 빅데이터란 무엇이고, 다양한 기관에서 생
산·수집되어, 축적되어 있는 장애관련 데이터들은 어떤 형태로 어떤 기관
에 존재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는 무엇인지, 실제로 빅데
이터는 장애분야 어떠한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장애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다음의 과정을 통해 과연 장애분야의 빅데이터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함
- 첫째, 장애분야에서 생산·수집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기관에 어떤 형태
로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
- 둘째, 장애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정책적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데이터
의 목록, 활용방법, 활용효과 등을 탐색하고자함. 이를 통해 장애분야 빅데
이터는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특성과 범위를 정의함으로서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 탐색
- 마지막으로 실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험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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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의 주요특성 및 개념
○ 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메타그룹이 언급한 특성인 3Vs, 데이터의 크기
(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외에 데이터의 정확성(Veracity)과
가치(Value)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되는 등 여러 연구자가 다양한 방식으
로 빅데이터의 특성을 정의함
○ Roxanne. C.,(2016)의 주장처럼 빅데이터로의 혁신은 데이터의 크기나 양이
아닌, 기존의 연구 방식으로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와 이들의
가용성 증대로 봐야함
○ 빅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분야별로 연구자의 입장별로
그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있음
- 빅데이터의 정의가 모호하면서 명확하게 정의된 적이 없고 (de Goes, 2013;
Harford, 2014; Roxanne, C., 2016), 분야별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임
-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의 빅데이터가 오늘날에는 평범한 데이터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정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기술의 수준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 빅데이터의 주요특성 및 개념 검토
○ 선행 참고자료 및 장애분야 활용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장애분야의 빅데이터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과 함께 빅데
이터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을 함께 전달하고자 함
○ 장애분야 활용 가능성 높은 빅데이터 원천자료 조사
- 장애분야 빅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하고, 현재 장애분야에서 생산·수집되고
있는 데이터 파악.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수집되어, 축적되고 있는 장애관
련 데이터들은 어떤 형태로 어떤 기관에 존재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데
이터의 범위는 무엇인지, 실제로 빅데이터는 장애분야의 어떠한 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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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접근 가능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분석 수행 :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
트DB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빅데이터의 장애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여부와
생활습관에 따른 고혈압 및 당뇨발병과의 연관성, 생활습관 패턴을 확인해
보고자 함
* 본 분석을 위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를 받았음(P01-201903-22-008).

2) 연구방법
○ 빅데이터 활용 프로세스에 따라 빅데이터 수집 → 빅데이터 분석 절차 기반
으로 장애분야의 빅데이터 정의와 범위를 정의하고, 접근 가능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험분석 실시
- 문헌과 선행자료, 보도자료(신문기사 포함) 등을 토대로 빅데이터의 개념,
빅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 활용 가능이 높은 데이터 검토 실시
∙ 자문회의를 토대로 장애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범위 검토
∙ 장애분야 활용 가능성 높은 원천자료(장애분야 관련 통계, 조사자료, 행
정자료 등) 검토
- 접근 가능한 데이터인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시험분석 실시
[연구흐름도]
1단계

∘ 빅데이터
주요특성
검토

∘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 조사·분석
∘ 장애분야
빅데이터
활용사례 분석

2단계 (수집)
∘ 장애분야
빅데이터 정의
및 범위

∘
장애분야의빅
데이터로 활용
가능성 높은
데이터 검토

3단계 (분석)
∘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시험분석(pilot
test):
정형데이터인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
활용

요약

xv

Ⅱ.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연구
1. 분야별 빅데이터의 정의
○ 빅데이터의 범위와 정의는 일률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분야 및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
추출,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
한 정보화 기술이라고 정의(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 삼성경제연구소는 빅데이터란 수십에서 수천 테라바이트 정도의 거대한 크
기를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성, 유통,
소비가 몇 초에서 몇 시간 단위로 일어나 기존의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관계된
인력, 조직, 기술 및 도구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유근과 채승
병, 2012에서 재인용).
- 방송통신위원회 (2012)는 데이터의 형식이 다양하고 유통속도가 빨라서 기
존의 방식으로는 관리·분석이 어려운 대용량의 데이터 지칭
- 행정자치부 (2014)는 다양한 형식의 대용량 데이터를 의미, 최근에는 데이
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의미가 확대
- 이지영 (2015)은 3V 정의에 따르면 행정자료는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매일
또는 매주 등 수집주기(속도)가 짧아지면 빅데이터로 간주 가능하다고 봄
- Rjiv Niles (2015)는 빅데이터는 자료의 취급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크고 자료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과정의 중요성 주장
- 유경상 외 (2016)는 교통부문 빅데이터의 정의를 데이터의 규모가 해당 분
야의 기존 관련 자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데이터, 실시간으로 수집
되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축적되어 규모가 방대해진 데이터, 정형화된 형태
로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로 정의함
- 문유경 외 (2016)는 여성가족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범주를 세 가지 측면
에서 정의함. 첫 번째는 여성가족 정책과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xvi

자료, 두 번째는 빅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거나,
성별 분리를 시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데이터, 세 번째는 현재 빅데이터 원자료
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성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자료로 정의
- 권태일 외 (2017)는 관광 분야 빅데이터를 관광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지식을 생산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거나 수요 변화를 예측하는 정보화 기술 정의
- 김진호 외 (2017)는 교육정보시스템이나 각종 강의 자료, 그리고 학생의 성
적이나 학습 활동에 대한 교육 전반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교육 빅데이터에
포함된다고 봄
○ 장애분야 빅데이터 역시 통용되는 특성 하에 현재 수집·축적되고 있는 데이
터는 무엇인지, 데이터들은 어떤 어느 기관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활용
가능성은 어떠한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2. 장애분야 빅데이터 활용 사례
(1) 국·내외 장애분야 빅데이터 활용 사례
○ 국내사례
장애인콜택시 차량운행 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
∘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배차 알고리즘 개선 및 차량 운영
효율화 정책 개발
∘ 시각장애인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각장애인 통화정보 데이터 활용 사례
∘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록 정비대상 우선순위 선정 분석
장애인복지카드 데이터 활용 사례
∘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노선 분석
신고민원 데이터 활용 사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분석
공적 복지급여 지급 내역 등의 데이터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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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지대, 빅데이터로 빈틈없이 찾아낸다
○ 해외사례
런던의 운송 네트워크 데이터 활용 사례
∘ Real-time

Analysis

of

London

Transport

Network

Usage

by

Mobility-Impaired Stakeholders : OrganiCity 프로젝트 중 하나인
MobiliCity 실험은 런던의 대중교통 수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장
애인의 교통접근성을 향상하는 최적의 이동루트 제안 앱 개발
센서 데이터 활용 사례
∘ DisPark: Using IoT(Internet of Things) and mobile app to improve
car Parking Spot Manage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y : OrganiCity
프로젝트 중 하나인 DisPark는 스페인과 키프로스 지역 장애인 주차공
간에 센서를 설치하여 장애인이 실시간으로 장애인주차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앱 개발
실내 신호 데이터 활용 사례
∘ Wayfindr: Opening Up Indoor Beacon Data to Digital Navigation for
Vision Impaired citizens - 디지털 회사 USTWO는 시각장애인과 협력
을 통해 우선순위 영역을 파악하고 실내 신호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각
장애인의 독립적인 활동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내비게이션
Wayfindr 개발
Wheel Map Berlin : 베를린에 소재한 비영리단체 Sozialhelden은 구글,
Open Street Map(OSM)을 기반으로 Wheel Map 앱 개발. 앱은 계단, 경
사, 엘리베이터 이용가능한 곳 등을 안내하여 휠체어 이용인의 접근성
제고
AXS Map : 장애인당사자 Jason Dasilva는 구글, 매핑 앱을 활용하여 휠
체어 이용인이 접근가능한 장소(음식점, 투표소 등)를 실시간으로 안내하
는 AXS Map 개발
○ 장애분야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사례에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으로는 ICT 분야의 발전이 장애분야의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 UN Expert Group Meeting (2015)1)는 ICT 분야의 발전이 장애데이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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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ICT 분야의 발전으로 장애관련 정보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원천데이터가 수집·생산되어 제공되고 있다고 언급
∙ 단일 데이터가 아닌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결합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새로운 분석 방법들이 접목됨
- 차이점으로는 분석 과정에서의 장애당사자의 참여를 들 수 있음
∙ 해외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다양한 데이터의 결합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수행하는 과정인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당사자, 민간단체, 정부기
관, 기술전문가 등)의 협력이 동반된다는 점

(2) 시사점
○ 빅데이터의 유형 및 장애분야 빅데이터의 원천자료
- 이지영 (2015)의 기준에 따라 빅데이터를 데이터 유형 측면에서 분류해 보
면, 장애분야 빅데이터 사례는 주로 정형데이터가 이용되고 있음
∙ 장애인콜택시 차량운행 데이터, 장애인 복지카드 데이터, 유동인구를 기
반으로 장애인 통화 정보 데이터, 점자유도블록 위치데이터 등
- UNECE (2013)는 빅데이터의 원천자료원(large data sources)을 기준으로 빅
데이터를 분류
∙ 장애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 데이터, 신고민원, 차량등록현황이 행정데
이터. 장애인복지카드 데이터, 장애인 복지 요금제 통화 데이터는 상업
용 및 거래 데이터, 장애인 콜택시 차량 운행 데이터는 센서 데이터, 통
화 데이터를 활용한 핸드폰 위치데이터가 추적데이터에 해당
- 다양한 원천자료가 활용되고 있음에도, 장애분야에서 역시 신문기사, 블로
그, 소셜미디어 데이터 등 의견 데이터 활용은 활발하지 않음
∙ 데이터 유형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비정형 데이터들로, 다른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김경훈 외, 2017)
○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참여
- 해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수요를 발굴하거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당사자의 참여(DisPark, Wayfindr 사례) 동반
1) United Nations Expert Group Meeting on Disability Data and Statistics,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Way Forward-a Disability-Inclusive Agenda Towards 2015 and Beyon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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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ch et al. (2018)는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포괄하고 보다
나은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당사자의 참여, 인프라, 재원, 네트워
크를 통합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Wayfindr2), DisPark3)와 사례에서 장애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본받을 점. 이들이 어떤 단계에서 참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가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Ⅲ. 장애분야 빅데이터의 정의와 종류
1. 국가승인통계
○ 국가승인통계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조사되는 공식통계로 생산되는 정보는
정책지원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와의 결합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음(문유경 외, 2016).
○ 국가승인통계 중 조사단위가 개인(가구)인 120개 조사를 검토. 장애관련 문항
을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48개 조사를 살펴봄
- 장애분야 국가승인통계는 (i)조사대상이 장애인인 조사, (ii)그 외의 조사로
구분. 그 외의 조사는 (ii- ) 장애 관련 직접 조사문항(장애유형, 장애유무
등)과 관련 추가문항이 있는 조사, 개인 및 가구 특성문항으로 장애 관련
직접 조사문항만 있는 조사, (ii- ) 장애 관련 간접 조사문항(돌봄필요사유,
장애수당 해당여부 등)이 있는 조사로 구분
i. 장애인 관련 조사 : 장애관련 사항이 조사목적이면서, 조사대상이 장애인인 조사

2) Wayfindr는 시력장애인을 위한 실내 신호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로, 프로젝트 진행시 몇 가지 실험을 통해 시
각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 점을 확인하고, 그들과 함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참고) 보고서 2
장 3절의 해외사례
3) DisPark는 장애인 주차장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로, 장애인 주차와 관련한 문제를 가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였다. (참고) 보고서 2장 3절의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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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계명

분야

작성기관(통계작성 체계)

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특수교육실태조사

교육

국립특수교육원

5

장애인기업실태조사

기업경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부

6

장애인실태조사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7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복지

보건복지부

8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복지

대한장애인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

9

장애인삶패널조사4)

복지

한국장애인개발원

10

한국수어활용조사

복지

국립국어원→문화체육관광부

ii. 그 외 조사 : 그 외 조사는 장애관련 사항이 조사목적은 아니지만, 장애인 여
부를 구분할 수 있는 장애유형, 등록장애유무 등을 조사하는 장애관련 직접조
사 문항이 있는 조사와 간접적으로 조사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사
장애 관련 직접조사
○ 조사문항 + 추가적인 관련 문항 : 장애여부, 유형 등 장애 특성을 직접 조
사하고, 장애관련 추가문항이 있는 조사
구분

통계명

분야

내용

작성기관
(통계작성 체계)

11

청년패널조사

고용

장애유무, 장애인공단에서의 직업훈련, 결혼의향에서 장애유
무

한국고용정보원

12 한국노동패널조사 고용

장애연금,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 장애인이 응답할 수
있는 문항 별도 있음(미취업자20번), 육체적 제약 유무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의료패널조사 보건 장애등급판정유무, 등록여부, 장애유형
국민노후보장패널
신체적 건강상태, 장애진단여부, 진단시점, 장애종류, 원인,
14
복지
경제활동상태, 등록기관, 장애등급
조사
15 국민생활실태조사 복지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장애종류, 장애등급, 근로능력정도, 무능력사유, 만성질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수당 및 연금 수령액
보건복지부

고령화연구패널
장애판정여부, 장애등급, 장애인연금, 연금관련 별도문항(수
복지
량기간, 월평균금액, 연총액)
조사

한국고용정보원

4) 장애인삶패널조사는 2018년 9월 6일(제438001호) 통계작성 승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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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계명

분야

내용

작성기관
(통계작성 체계)

17

노숙인등의
실태조사

복지

장애등록여부, 장애등급, 유형, 중복장애여부, 장애인시설거
주유형, 장애인지원서비스 이용여부 및 만족도

보건복지부

18 산재보험패널조사 복지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부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이용여
부, 경제활동상태(장애)

근로복지연구원

19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

장애종류, 장애등급, 장애인가구 복지서비스 이용문항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원인 및 상황

20

가족실태조사

21

사회조사

장애인카드유무, 여가시간이 부족한 이유(돌봐야하는 장애인
사회 이 있어서),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다(예/아니요), 출산기피
이유(장애 등 유전에 대한 우려)
사회 복지카드유무, 자살충동이유(장애)

여성가족부
통계청

○ 개인 및 가구 특성으로 조사 : 장애여부에 대해서만 개인 및 가구 특성문항
으로 조사하는 조사
구분

통계명

22

가계금융·
복지조사(패널)

23

농어업인복지
실태조사

분야

내용

가계소비
장애여부, 장애수당
(소득)

작성기관
(통계작성 체계)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농림

장애유무, 중증경증, 장애가 있는 가구원 문항 있음

24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

장애여부 및 장애등록여부, 장애유형, 장애등급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
화체육관광부

25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

장애여부 및 장애등록여부, 장애유형, 장애등급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
화체육관광부

26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

장애로 인한 제한 유무, 원인(장애유형),장애관련증상

보건복지부(질병관리
본부)

27

보육실태조사

복지

장애유무, 증개축공사이유(장애아시설), 장애아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28

사회서비스수요
공급실태조사

복지

장애여부, 만성질환, 주관적 건강상태, 등록장애인
가구원수, 돌봄욕구

29

서울시도시정책
지표조사

사회

장애여부

서울시

30 가정폭력실태조사

사회

장애여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31

성폭력실태조사

사회

장애유무, 장애유형

여성가족부

32

디지털정보
격차실태조사

정보통신 장애유형, 장애등급, 발생시기

한국정보화진흥원→과학
기술정보통신부

33

스마트폰

정보통신 등록장애인여부, 장애유형

한국정보화진흥원→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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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
건복지부

구분

통계명

분야

내용

과의존실태조사

기술정보통신부

34

주거실태조사

주택

장애여부(중증/경증), 장애수당,

35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복지

장애여부(가구조사)

36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

사회

복지카드유무(가구조사)

37 아동종합실태조사

사회

장애유형, 등급(가구조사),아동의 질병(장애)

38 여성가족패널조사

사회

가구원 중 장애 또는 장기요양환주 유무

사회

장애인복지카드유무(가구조사)

39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작성기관
(통계작성 체계)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
건복지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청 통계대행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장애 관련 간접조사
○ 장애관련 간접조사 문항을 포함하는 조사로 조사문항에 장애등록 여부, 장
애유형 등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장애수당을 묻거나 장애로 인한 어려움
을 묻는 등 간접조사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사
구분

내용

작성기관
(통계작성 체계)

통계명

분야

40

생활시간조사

사회

돌봄필요사유(장애)

통계청

41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활동제약자 조사

통계청

42

재정패널조사

43

여성농업인실태조사

농림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 구성원 중 장애인
존재유무, 돌보는 사람

농림축산식품부

44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

고용

시간제근로희망이유, 장애나 육체적 제약 유무,
구직활동 중 장애유무, 이직준비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 등 직업과 관련하여 조사

한국고용정보원

45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농림

장애진단명, 장애로 인한 제한정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46

산후조리실태조사

보건

조리원 이용하지 않은 이유(장애아 유무, 비독립 통계청(조사대행)→보
문항)
건복지부

47

전국출산력및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복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장애가족, 본인장애, 배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장애, 기타)

가계소비 장애수당, 장애연금유형, 장애관련 의식(축소할 영
한국조제재정연구원
(소득) 역, 확대할 영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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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계명

분야

48

근로환경조사

사회

내용

차별원인(장애로 인한), 돌봄시간(장애가족)

작성기관
(통계작성 체계)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빅데이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사회·경제적 자격, 의료
이용(진료 및 건강검진), 요양기관 현황 등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
- 데이터는 표본코호트DB, 건강검진코호트DB, 노인코호트DB, 직장여성코호
트DB, 영유아검진코호트DB로 구성되어 있음
- DB에는 100만명(전체 2%)의 건강보험가입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관련 정보는 표본코호트의 자격 및 보험료DB에 포함되어 있음. 표본
코호트DB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은 2015년 기준으로 약 5만명이
며, 이는 2015년 전체 장애인구5)의 약 2% 수준임

3. 뉴스빅데이터 빅카인즈시스템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주요 언론사의 뉴스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통해 형태소
분석, 개체명 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 기사를 분석하는 뉴스분석 시스템(BIG
KINDS)6)을 운영하고 있음
- 주제별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장애인’도
공개되는 주제 중 하나임. 빅카이즈시스템은 메타데이터의 직접적 활용뿐
만 아니라, 키워드를 통해 개체명 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 가능

5) 2015년 등록장애인은 2,490,406명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6) 신문기사.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이즈’ 공식 출범”. http://www.bloter.net/archives/25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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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메타데이터 제공 화면]

Ⅳ.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험분석(pilot test)
1. 개요
○ 빅데이터를 통한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현상 관찰은 빅데이터의 활용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임
- 이에 본 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빅데이터의 장애정보를 활용
하여, 장애여부와 생활습관에 따른 고혈압 및 당뇨발병과의 연관성, 생활습
관 패턴을 확인함
- 장애관련 정보 활용에 필요한 DB 연계 및 대상자 추출 방법을 토대로 표본
코호트DB의 장애관련 정보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2. 데이터 연계 및 분석대상자 추출
○ 전체적인 데이터 연계 구조는 자격 및 보험료DB를 중심으로 검진DB와 진료
DB를 연계하고, 각 관측치마다 장애인자격, 흡연, 음주, 신체활동(운동), 주상
별, 부상병, 과거력, 가족력 등의 정보를 추출
○ 장애관련 정보는 자격 및 보험료DB, 연령은 출생 및 사망DB의 출생년도 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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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활용하며, 검진DB는 생활습관(흡연, 음주, 신체활동(운동))과 관련한 정
보를 포함하고 있음. 진료DB는 요양개시일자와 주·부상병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당뇨 및 고혈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최종분석 데이터주3)

자격 및 보험료DB
구분

인원(명)

전체

1,021,208

장애인

34,088

비장애인

987,120

<고혈압>
출생 및
사망DB
<제외주2)>

연계
연계

⇨
연계

‧ 진료DB의
주‧부상병의
요양개시일이
기준년도 이전인
대상자
‧ 검진DB에 과거력
정보를 가진 대상자

진료DB

⇨

구분

인원(명)

전체

162,363

장애인

5,175

비장애인

157,188

<당뇨>

⇨

검진DB

구분

인원(명)

전체

170,969

장애인

5,759

비장애인

165,210

주 1) 자격 및 보험료DB 기준년도 : 2006년
2) 주·부상병 및 과거력 정보는 당뇨, 고혈압에 따라 각각 데이터를 추출
3) 검진년도 기준년도 : 2006년

[분석대상자 추출 프레임 : 추적기간 (2006년 ~ 2015년)]

3. 분석결과
1) 생활습관에 따른 고혈압 및 당뇨 발병
○ 생활습관과 고혈압 및 당뇨 발병의 연관성과 생활습관 패턴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의 고혈압 및 당뇨 발병 확률이 비장애인 보다 높음을 확인7)
7) 이러한 결과는 표본코호트DB에 건강검진 정보 중에서도 문진표상의 생활습관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의 대
상자만으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즉 전체 건강검진DB가 아니며, 개인별 생활
습관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결과만으로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많은 주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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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대응분석을 통한 생활습관간의 연관성 탐색
∙ 소득수준과 운동, 흡연과 음주간에 밀접한 연관성을 확인. 소득수준 높
은 그룹(group2)과 운동하는 그룹은 밀접한 연관성 가지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group4)은 운동하지 않는 그룹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 생활습관에 따른 고혈압 및 당뇨 발병 비율을 살펴본 결과,
∙ 흡연여부, 음주여부, 운동여부에 상관없이 장애인의 경우 고혈압 및 당
뇨 질환이 발병한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로직스틱 회귀분석으로 고혈압 및 당뇨 발병에 대한 위험요인과 영향 정도
를 살펴본 결과,
∙ 장애유무, 가족력, 흡연, 음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은 비장애
에 비해 고혈압이 발병할 오즈는 1.07배, 당뇨의 경우 장애인은 비장애
인에 비해 당뇨 발병할 오즈가 약 1.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최종모형을 토대로 집단별 영향요인 및 정도의 차이
를 유의한 변수만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stepwise 분석으로 실시함
∙ 고혈압에 대한 최종모형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경우 음주하지 않았을 경
우 고혈압이 발병할 오즈는 0.836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이 소득수준이 높은 장애인에 비해 당뇨가 발병
할 오즈가 1.381배로 비장애인의 1.065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당뇨 및 고혈압 발병 기간에 대한 차이를
Kaplan-Meier 생존곡선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 보다 고
혈압 및 당뇨가 발병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8)
- 순차패턴마이닝분석9)을 통해 생활습관별 규칙으로 생활습관과 고혈압 및
당뇨 발생의 연관성 분석10)
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진DB와 진료DB, 자격 및 보험료DB에 대한 자료를 연결하여 생활습관에 따른
고혈압 및 당뇨 발병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은 분석대상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방법론 적용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음
8) 질환(고혈압, 당뇨) 발생까지의 기간은 검진DB의 검진연월과 진료DB에 포함되어 있는 요양개시일자를 활용하
여 산정함. 이때 검진연월은 월까지의 정보만 포함하고 있어 1일을 기준일자로 잡았으며, 생존기간은 월 단위
로 계산함. 검진이후 추적기간 동안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처리하였다. 질환 발생이 관
찰되지 않은 것은 생존분석에서 censoring을 포함하는 개념임.
9) 순차패턴(sequential pattern), 혹은 연관 규칙(sequential association rule)은 연관 규칙에 시간(time)의
개념이 추가되어 시계열에 따른 패턴들의 상호연관성을 탐색하는 것. 이를 시퀀스(항목집합들의 순서화된 리스
트)라고 하며, 순차 패턴의 탐색은 사용자가 정의한 최소 지지도를 갖는 시퀀스인 빈도가 많은 시퀀스를 추출
하고 이들 가운데 최대 시퀀스를 찾는 것임 (김상환, 2001; 박종선과 이진희 2003 재인용). (출처) 박종선
이진희(2003). 순차 패턴 마이닝 알고리즘에 대한 고찰. 통계연구, 11, 56-73.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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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하여 동일한 생활패턴 하에서(흡연안함, 음주안
함, 운동안함), 장애인의 고혈압 및 당뇨 발병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함

10) 이는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짝수년도 건강검진을 모두 수검한 대상자 중 생활습관과 관련 정보를 포
함하고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함. 이들은 2006년 건강검진 문진표상에 해당 질환에 대한 과거력이 없고,
진료DB상에서 진료내역도 없는 대상자이다. 생활습관 정보는 결측이 존재한다. 생활습관별로 대상자 수가
다를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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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빅데이터의 출현은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이
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및 통계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빅데이터
를 처리·분석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의 개발, 의미 있는 정보의 추출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 역시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UN 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는 2013년 제45차 회의에서 빅데이터를
정식 의제로 다루고, 글로벌 워킹그룹(Global Working Group, GWG)을 구성하여
빅데이터 프로젝트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문혜정, 2019).11) 지속가
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12)을 위한 데이터 혁명에 대한 논의에서 유엔
은 행정자료, 위성 및 디지털 데이터와 같은 각종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
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랩(data lab)을 설치, 빅데이터를 활용한 SDGs 모니
터링에 대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13) 에릭슨과 Earth Institute는 UN의 지
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이행14)에 사물인터넷, 로보
틱스,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가 크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15)16)
뿐만 아니라 UN Expert Group Meeting (2015)17)은 ICT 분야가 장애 데이터와 통
11) http://unstats.un.org/bigdata;「문혜정. (2019). 빅데이터의 경제통계 활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경제포럼.
vol. 11, no. 4, pp. 89-105.」에서 인용
12) 2016년부터 향후 15년간 세계를 이끌어갈 발전목표가 제70차 국제연합(United Nations) 총회(’15.9.)에서
채택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불리는 이 목표는 2015년까지
진행되어온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계승하는 것이다. (출처) 박영실,
박효민, 이영미, 김원화.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데이터 세분화와 항목 표준화 연구, 통계개발원.
13) 박영실, 지영미, 김석호, 차은지. (2017).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과 통계의 역
할, 조사연구, vol. 18, no. 3, pp. 77-96.
14) SDGs는 UN에서 2015년에 채택한 의제로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한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를
일컫는다. 처음부터 SDG는 UN의 ‘데이터 혁명’목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데이터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모든 UN회원국은 SDG 목표 달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제공하
고 있다. (출처) Global Open Data, Now, 연말특집호. (2017).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15) NetHope et al. (2015), SDG ICT Playbook: from Innovation to Impact.; Earth Institute and
Ericsson. (2015). ICT & SDG: How ICT can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전선민
(2017)에서 재인용.
16) 전선민. (2017).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위한 ICT: 인공지능(AI). 정보통신방송정책. vol. 29, no.
2. Earth Institute & Ericsso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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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disability data and statistics)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 하였는데, 이러한 패러다
임은 장애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
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또한 급격한 기술발전으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와 통계의
발전에 빅데이터와 Open data가 가지는 잠재력을 인정하였다.
이 같은 흐름에서 장애분야에서도 빅데이터 현상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
다. 장애분야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과 기대18)19)에 반해 이러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진 않은 상황이다. 반면 교통, 관광, 통신, ICT, 여성
등 여타 분야에서는 행정자료, 온라인 자료 등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에 주목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0)
이러한 빅데이터는 처음부터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
해서는 사전에 데이터가 어떤 기관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되어야만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문유경 외, 2016; 유경상 외, 2017).
그렇다면 장애분야의 빅데이터란 무엇이고, 어떤 데이터가 장애분야의 빅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양한 기관에서 생
산·수집되어, 축적되어 있는 장애관련 데이터들은 어떤 형태로 어떤 기관에 존재
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는 무엇인지, 실제로 빅데이터는 장애분야
어떠한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의문
은 과연 빅데이터가 무엇이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가 고
려해야할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장애분야의 빅데이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첫 번째 질문으로 과연 장애분야의 빅데이터는 무엇인
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장애분야에서 생산·수집
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기관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둘째 장
애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정책적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데이터의 목록, 활용방
법, 활용효과 등을 탐색하고자한다. 이는 빅데이터가 어떻게 사회·환경적 현상을

17) United Nations Expert Group Meeting on Disability Data and Statistics,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Way Forward-a Disability-Inclusive Agenda Towards 2015 and Beyond (2014)
18) 미디어생활 (2018.11.21.) 장애인 건강권 보장 위해 공공 빅데이터 구축 시급.
19) 국민일보 (2019.6.26). 장애인먼저,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신문보도 분석 발표: 장애인의 사회참여 언론사
관심 필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32747&code=61121111&cp=nv)
20)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절에서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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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면밀하고, 시의 적절하게 측정하고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애분야 빅데이터는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특성과 범위를 정의함으로서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험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빅데이터란21)
(1) 개요
방대한 규모의 정보 처리가 가능한 환경의 조성으로 기존 기술의 한계로 처리가
어려웠던 대규모 데이터 분석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빅데
이터 분석의 활용에 앞서 논의는 빅데이터 정의 자체에서부터 출발 한다 (유경상
외, 2016).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더 이상 생소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된
적이 없기(Harford, 2014; Roxanne. C., 2016) 때문에 그 범위가 넓으면서도 모호하
다(de Goes, 2013). 이에 현실적으로 빅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를 지칭하는지 규정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는 것은 빅데이
터에 대해 처음 언급한 META 그룹의 3Vs(데이터의 양, 데이터 종류의 다양성, 데이
터 입출력의 속도라는 요소로 구성) 이다. 이에 더하여 Gartner IT Glossary, n.d.
(2012)가 Complexity를 추가하여 새롭게 제시한 개념은 빅데이터를 설명하는 가장
포괄적인 정의로 인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3V 이외에 Veracity, Visualization, Value
등이 새로운 빅데이터 요소로 추가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빅데이터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빅데이터의 주요 특
성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본 절은 Ganomi, A., and Murtaza, H. (2015)와 Roxanne, C. et. al. (2016). 의 논문을 참고 하여 일
부 발췌하여 요약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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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3V의 개념
특성 : 3V

개념설명

크기
(Volume)

∘ 테라바이트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 크기를 의미하며 GPS, 각종 센서, SNS
등에서 생성된 대용량 데이터가 해당됨

다양성
(Variety)

∘ 크기 및 형식이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

속도
(Velocity)

∘ 데이터 생성에서 유통, 활용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전파

(2) 빅데이터의 주요특성 및 개념
현재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일컬어지는 ‘3Vs(Volume, Velocity, Variety)’
는 META Group Inc.이 2001년 작성한 자료에서 언급되었다. 내용은 기존의 데이터
관리가 데이터의 양, 데이터 생성 및 처리의 속도, 데이터 종류의 다양성 등의 측면
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는 것이다.

[그림 Ⅰ-1] 빅데이터를 규정하는 3가지 요소22)

IDC (2011)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낮은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
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기술 및 아키텍처
로 정의하였다.23)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1)에 따르면 빅데이터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는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울 정도의 규모를 가진 데이터를 의

22) (출처) 삼성경제연구소(2012). 빅데이터 : 산업 지각변동의 진원, CEO Information. 제851호; 임재규 외
(2014)에서 재인용.
23) IDC(2011); 배동민, 박현수, 오기환 (2013). 간순영, 윤성지, 신용승 (20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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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다시 말해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양, 생성 주기, 수치 데이터 뿐 아니라 문
자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포괄한 형식 등 과거 데이터에 비해 규모가 크고, 형태
가 다양하여 기존의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크기의 데
이터이다.24)
Gartner IT Glossary, n.d. (2012)25)는 빅데이터 자체에 대해 설명한 META 그룹의
정의에서 의미를 확장, 빅데이터의 활용처 및 목적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
였다.26) 이에 빅데이터는 “향상된 통찰력(Insight)과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
되는 비용 효율이 높고, 혁신적이며, 대용량, 고속 및 다양성의 특성으로 설명되는
정보자산”이라고 정의하였다.27)
TechAmerica Foundation’s Federal Big data Commission (2012)28)는 Gartner 유사
하게 빅데이터를 정의하였는데, “빅데이터는 캡처, 저장, 배포, 간리를 가능하게 하
는 첨단 기술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량의 고속,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설명
하는 용어이며, 정보는 필수적이다.”라고 하였다.29)
Pramode J, (2013)는 META Group Inc.이나 Gartner IT Glossary, n.d.에서 정의한
3Vs에 Veracity의 개념의 추가 하여 정의 하였다.30)
Taylor et. al., (2014)는 데이터의 관측 수와 변수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와 같이 이용 가능한 데이터 출처의 변화에 기인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빅데이터의 주요 구성 요소로 데이터의 크기와 복잡성(Complexity)을 언급하였다.
Schroeder and Cowls (2014)는 빅데이터의 개념은 연구자가 이용 가능한 데이터
의 자원(data resources)과 연구자의 입장과 관련 있다고 강조하였다.
Harford(2014)에 따르면 어떠한 특성에 대한 발견은 빅데이터의 특징 중에 하나

24)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권태일 외 (2017)에서 재인용.
25) “Big data is high-volume, high-velocity and high-variety information assets that demand
cost-effective, innovative forms of information processing for enhanced insight and decision
making, and process automation.” (“Gartner IT Glossary, n.d.”)
26) 「이석주, 연지윤, 천승훈 (2013).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정책 개발 및 활용성 증대방안, 한국교통연구원.」에
서 재인용
27) 간순영, 윤성지, 신용승. (2015)에서 재인용.
28) “Big data is a term that describes large volumes of high velocity, complex and variable data
that require advanced techniques and technologies to enable the capture, storage,
distribution, management, and analysis of the information.” (TechAmerica Foundation’s Federal
Big Data Commission, 2012)
29) Roxanne, C. et. al. (2016)에서 재인용.
30) 「이석주, 연지윤, 천승훈 (2013).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정책 개발 및 활용성 증대방안, 한국교통연구원.」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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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연구자들은 연구 목적의 데이터가 아닌 수집된 데이터를 잠재적 자원
(potential sources)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 수집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과학에서 적절하게 재사용(re-purposed) 할 수 있는 데이터로
빅데이터의 정의에 추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 Ⅰ-2] 빅데이터의 특성
출처 : 유경상, 이창, 윤규근. (2016). 빅데이터와 교통정책의 연계 방향. 서울연구원.

(3) 소결
종합해보면, 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메타그룹이 언급한 특성인 3Vs, 데이터의 크
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외에 데이터의 정확성(Veracity)과 가치
(Value)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되는 등 여러 연구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빅데이
터의 특성을 정의하려고 시도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의
빅데이터가 오늘날에는 평범한 데이터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정의
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기술의 수준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 부문에 따라 주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나 일반적인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빅
데이터의 정의가 변동될 수 있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11).31) 뿐만 아니라
Roxanne. C.,(2016)의 주장처럼 빅데이터로의 혁신은 데이터의 크기나 양이 아닌,
기존의 연구 방식으로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와 이들의 가용성 증대
로 봐야 할 것이다.
31)「유경상, 이창, 윤규근. (2016). 빅데이터와 교통정책의 연계방향. 서울연구원」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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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1) 개요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빅
데이터로 정의할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가 빅데이터 인지 등에 대한 좀 더 구체
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수집되어, 축적되어 있는
장애관련 데이터들은 어떤 형태로 어떤 기관에 존재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데이
터의 범위는 무엇인지, 실제로 빅데이터는 장애분야의 어떠한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Ⅰ-3] 빅데이터의 활용 프로세스32)

이에 장애분야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용 프로세
스 상 ([그림 Ⅰ-3])에서의 ‘빅데이터 수집 → 빅데이터 분석’ 절차를 기반으로 장애
분야의 빅데이터 정의하고,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한 시험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연구의 주안점으로 삼았다. ① 장
애분야에서 생산·수집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기관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지 파악하고, ② 장애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정책적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데이

32) (출처) 범지인, 최성종. (2013.8.28.). 빅데이터(Big Data) 활용 사례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 제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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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목록, 활용방법, 필요한 데이터, 활용효과 등의 조사를 통하여 장애분야 빅데
이터는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특성과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를 정의한
다. 그리고 빅데이터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③ 빅
데이터를 활용한 시험분석을 수행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서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빅데이터
의 주요특성과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장애분야 활용사례를 검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각 장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인 1장에서는 빅데이터의 일반적 특성을 함께 살펴본다. 그리고 제2장에서
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연구의 검토와 장애분야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살펴본다.
이는 장애분야의 빅데이터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과 함께 빅데이
터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을 함께 전달하고자 함이다.
제2장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연구들과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검
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3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장애
분야 빅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하고, 현재 장애분야에서 생산·수집되고 있는 데이터
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제4장은 접근 가능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장애분야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용 프로세스 상
의 단계에 따라 빅데이터 수집 → 빅데이터 분석 절차를 기반으로 장애분야의 빅데
이터 정의하고,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한 시험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서는 문헌과 선행자료, 보도자료(신문기사 포함) 등을 토대로 빅데이터
의 개념, 빅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 활용 가능이 높은 데이터 검토를 실시 한다.
이를 토대로 자문회의를 실시 장애분야에서의 빅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범위를 살
펴본다. 그리고 활용 가능한 원천자료(장애분야 관련 통계, 조사자료, 행정자료 등)
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접근 가능한 데이터인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시험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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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흐름도 및 주요내용]


(1단계) 선행 참고자료 및 장애분야 빅데이터 활용사례 분석



(2단계) 장애분야 활용 가능성 높은 원천데이터 검토



(3단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험분석
1단계

∘ 빅데이터
주요특성
검토

∘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
조사·분석
∘ 장애분야
빅데이터
활용사례 분석

2단계 (수집)
∘ 장애분야
빅데이터
정의 및 범위

∘
장애분야의빅
데이터로
활용 가능성
높은 데이터
검토

3단계 (분석)
∘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시험분석(pilot
test):
정형데이터인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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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계획수립

IRB 및 표본코호트DB
활용을 위한 심의

활용사례 분석 및
원천자료 조사·분석

▸ 연구계획수립

▸IRB 심의·승인 (표본코호트DB 활용시 필수)
- 심의·승인 기관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본코호트DB 신청·승인 (IRB 승인 후 신청)
- 자료보유 기관 :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개념
▸빅데이터의 주요특성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연구 동향
▸장애분야 빅데이터 정책적 활용 사례 분석
▸장애분야 활용 가능성 높은 빅데이터 원천자료 조사


자문회의

▸장애분야 빅데이터의 범위 및 정의에 대한 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험분석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 활용
⦁심의·승인 기관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33)
⦁데이터 활용 승인 : 국민건강보험공단34)


자문회의

보고서 작성

▸데이터 연계 및 대상자 추출 검토, 분석결과 논의 등

▸ 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

33) 심의면제확인번호 : P01-201903-22-008
34) 신청번호 : REQ000001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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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연구

1

개요

빅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분야별로 연구자의 입장별로 그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빅데이터의 정의가 모호하면서 명확하게 정의
된 적이 없고 (de Goes, 2013; Harford, 2014; Roxanne, C., 2016), 분야마다의 특성
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분야별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는 점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증대 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빅데이터의 유형에는 거래자료, 추적 장치 자료, 센서자료, 온라인 활동자료 및
의견자료 등 다양하게 존재 (이지영, 2015)하고, 수집방식 역시 다양하다. 행정자료
도 수집주기(속도)가 짧아지면서 빅데이터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분야의 빅데이터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로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인가? 본장에서는 먼저 개별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정의 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는 장애분야에서 실제로 어떻게 분석되고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Ⅱ-1> 빅데이터의 유형
원천자료

빅데이터 원자료

거래자료

신용/직불카드 및 금융거래 자료, 유통업체자료

추적장치자료

통신사의 모바일 위치자료, 앱기반/상업용차량 GPS자료

센서자료

위성사진, 도로/기상/전력센서

온라인 활동자료

온라인 가격정보, 온라인 검색, 등록 정보

의견자료

트위터 등 공개 SNS 자료

행정자료

공공·행정자료(행정, 납세, 복지, 보건, 주택 등)

자료: 이지영. (2015). 빅데이터의 국가통계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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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

2

본 절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별 분야에서 수행한 연구들을 토대로, 각각
의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정의 하였는지, 빅데이터로 간주한 데이터들은 무
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분야별 빅데이터의 정의35)
먼저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분야별 빅데이터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
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
보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삼성경제연구소는 빅데이터란 수십에서 수천 테라바이트 정도의 거대한 크기를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성, 유통, 소비가 몇
초에서 몇 시간 단위로 일어나 기존의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관계된 인력, 조직, 기술 및 도구(수
집, 저장, 검색, 공유, 분석, 시각화 등)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함유근과 채승병, 2012에서 재인용).
방송통신위원회 (2012)는 데이터의 형식이 다양하고 유통속도가 빨라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관리·분석이 어려운 대용량의 데이터를 지칭한다.
행정자치부 (2014)는 다양한 형식의 대용량 데이터를 의미, 최근에는 데이터 분
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의미가 확대되었다.
이지영 (2015)은 3V 정의에 따르면 행정자료는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매일 또는
매주 등 수집주기(속도)가 짧아지면 빅데이터로 간주 가능하다고 보았다.

35) 빅데이터의 정의에 관해서는 이지영 (2015), 문유경 외 (2016), 유경상 외 (2016), 정대현 외(2017), 박근
화 (2018)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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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빅데이터(행정자료 제외)

행정자료

공식통계

생산이유

특정 비즈니스 목적

행정관리 목적

통계생산 용도

분석·처리 목적

비즈니스 목표에
부함(모델링/최적화)

행정관리 지원

모집단 추론
정책 효율성 지원

모집단 대표성

약함

강함(대상 집단)

강함

정보 추가

통계생산 용도는 추가적인
보완조치 필요

좌동

추가 가능

주 분석기법

데이터마이닝
기계학습 최적화

수집비용
(자료단위 기준)

일반적으로 낮음

중간

높음

수집간격

실시간

거의 실시간

주기적

빈도분석(빅데이터 기법
확률 기반 표본이론
일부 활용)

자료: 이지영(2015). 빅데이터의 국가통계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Rjiv Niles (2015)는 빅데이터는 자료의 취급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료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과정의 중요성을 주장하
였다.
문유경 외 (2016)는 여성가족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범주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였는데, 첫 번째는 여성가족 정책과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 두
번째는 빅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거나, 성별 분리를 시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데이터. 세 번째는 현재 빅데이터 원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
을 중심으로 성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자료로 정의하였다.
유경상 외 (2016)는 교통부문 빅데이터의 정의를 데이터의 규모가 해당 분야의
기존 관련 자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데이터, 실시간으로 수집되지는 않지
만 오랜 기간 축적되어 규모가 방대해진 데이터, 정형화된 형태로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로 보았다. 이는 교통 부문에서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 중 3V 특성을 모두
보유한 엄밀한 의미의 빅데이터는 교통부분에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태일 외 (2017)는 관광 분야 빅데이터를 관광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
여 지식을 생산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
거나 수요 변화를 예측하는 정보화 기술로 정의하였다.
김진호 외 (2017)는 교육 분야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교육 빅데이터라고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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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교육정보시스템이나 각종 강의 자료, 그리고 학생의 성적이나 학습 활동
에 대한 교육 전반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교육 빅데이터에 포함된다고 보았다.36)

[통계, 교통, 관광, 교육, 여성 등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

• 통계
연구기관

연구명

주요내용

통계청
(2016)

∘통계목적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도 파악 및 개선
∘빅데이터
활용 연구
통계생산 방법론 ∘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 분석 및 품질검증 방법 도출
∘빅데이터 활용한 신규과제 제시 및 한계점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5)

∘빅데이터의 국내외 활용현황
∘빅데이터의 국가 ∘빅데이터의 해외 동향 파악
통계 활용을 위 ∘범정부차원의 빅데이터 활용 추진경과와 추진체계 인프
라 고찰 및 통계청 소관의 빅데이터 관련 연구, 사업
한 기초연구
제시

• 교통
연구기관

연구명

주요내용

서울연구원
(2017)

∘빅데이터와 교통 ∘교통 관련 빅데이터 활용사례 및 빅데이터 현황파악
정책의 연계 방 ∘파악된 빅데이터 현황을 토대로 교통정책 수립 시 활용
가능성 검토
향

한국교통
연구원
(2013)

∘일반적 빅데이터 특성
∘빅데이터를 이용
∘교통부문에서 빅데이터 특성
한 교통정책 개
∘활용사례 분석
발 및 활용성 증
∘교통부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법적‧제도적 현황 파악
대방안
및 개선방안

36) 교육 빅데이터의 종류로는 정형, 반정형,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정보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 정보, 교사와 학생 정보, 교무업무나 급식 보건 정보와 같은 정형 데이터가 DB와 DW 형태로 포함
되어 있고, 반정형 형태의 교육 빅데이터는 학교나 교육 관련 사이트의 로그 데이터와 학생이나 학부모의 활동
로그 데이터가 있다. 비정형 데이터로는 교과별 평가계획,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중 종합의견 부분, 교과별(학년
별) 교과진도 운영계획, 동아리 운영계획서,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등을 정보공시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고, 디
지털 교과서, 이미지, 동여상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뿐만 아니라 SNS, 블로그, 이메일 등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 (출처) 김진호. (2017).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교육정보·통계 기반 정책 추진 방안.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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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연구기관
교육부
(2017)

연구명

주요내용

∘빅데이터 시대에 ∘교육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 및 범위
대응한 교육정보 ∘타기관 보유 중인 빅데이터 현황 파악
통계 기반 정책 ∘교육분야의 빅데이터 분석방법별 활용 사례, 관련 법/
정책/조직 조사 분석
추진방안

• 문화·관광
연구기관

연구명

주요내용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018)

∘ 문화· 체육· 관광
데이터 연계를 통
한 빅데이터 생산
및 활용방안 연구

∘다양한 데이터 연계를 토대로 새로운 가치의 정보 제공
개념에서의 빅데이터 생산 방법 제시
∘데이터 연계 방안 및 절차 연구
∘연계된 데이터 활용 방안 도출
-데이터 연계 방법을 적용하여 데이터 통합, 통합파일
을 활용하고 정보 추출, 통합 파일을 통한 새로운 가
치의 정보 생성
∘개인정보문제 및 공통 변수 구성 방안 제시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017)

∘관광분야 빅데이터 현황 및 사례분석
∘관광분야 빅데이
∘빅데이터 활용의 장·단점 및 활용체계 검토
터 활용체계 및
∘통신 및 카드빅데이터 정확성 검증 및 데이터 상관성
실증분석 연구
검증

• 여성
연구기관
여성정책
연구원
(2016)

연구명

주요내용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정의와 범주
∘여성가족 빅데이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과 실제 활용 사례
터 활용을 위한
∘해외 여성가족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주요 활용전략과
기초연구
사례 소개

• ICT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017)

연구명

주요내용

∘ICT 정책에서 빅 ∘빅데이터 분석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ICT
데이터 분석의 활 정책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방은 정책, 시장, 거시
용방안 연구
경제관점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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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연구기관

연구명

주요내용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6)

∘국내 자료제공 기관 현황, 해외 자료연계 사례, 법/가이
∘보건의료빅데이터 드라인 등 검토
활용 고도화 방안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데이터 접근 및
분석방법, 분석사례소개(변수생성 방법, DB 연계 방법,
연구
연계 결과, 연계코드 등)

보건사회
연구원
(2015)

∘보건의료 빅데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사업 수립,
터 활용을 위한
세부 과제 추진에 대한 일관성 있는 방향 제시
기본계획 수립 연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술적 인프라 구축 전략
구

• 환경·에너지·산업
연구기관

연구명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5)

∘빅데이터를 활용
한 환경보건서비
스에 관한 기초연
구

주요내용
∘국내외 빅데이터 동향
∘환경보건 분야에서 빅데이터 현황과 활용 사례
∘분석기법과 방법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환경보건서비스 개발방안

에너지경제
연구원
(2014)

∘에너지부문 빅데
∘에너지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사례
이터 활용사례 조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과 향후 활용방향
사 연구

산업연구원
(2013)

∘제조업 경쟁력 강 ∘빅데이터 도입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화를 위한 빅데이 ∘제조업에서 활용상의 한계 및 쟁점 검토를 통한 빅데이
터 활용 방안
터 활용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2) 시사점
빅데이터의 범위와 정의는 일률적으로 고정되어져 있지 않고, 활용 분야별 연구
자별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결국 빅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의 기본 개념으로 통용되는 3V하에서 분야의 특성, 연구자의 입
장,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 활용 기술 업무수행 등 다양한 관점에서 빅데이터의 개
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분야 빅데이터 역시 통용되는 특성 하에 현재 수집·축적되고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지, 데이터들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며, 어느 기관에 어떤 형태로 존
재하는지, 활용 가능성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의 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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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분야 빅데이터 활용 사례

그렇다면 이러한 빅데이터는 실제로 어떻게 분석되고 장애분야에서는 어떤 방식
으로 활용되고 있을까? 본 절에서는 빅데이터가 실제로 분석되고 정책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사례37)
1 장애인콜택시 차량운행 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
가.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배차 알고리즘 개선 및 차량 운영효율
화 정책 개발38)39)
(1) 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 및 이동권 보장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
여 기회의 확대를 위해 장애인콜택시40)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의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비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었고,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장애인콜택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콜 접수 후 평균 40분 이상을 기다려야만 택시 탑승이 가능한 실정이었
다. 대기시간의 증가는 결국 이용객 불만을 야기하고, 서비스 불만족으로 이어져

37) 자료 : 언론기사, 보도자료
38) 2018 공공 빅데이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자료집. 행정안전부.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사례.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5.7.20) “빅데이터로 서울장애인콜택시 ‘자동배차시스템’ 개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보도자료 (2018.7.31.), “빅데이터 활용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개선 시범사업” 착수보
고회 개최
·한겨례(2016.2.10.), “빅데이터, 장애인삶 불편 줄여주는 ‘최첨단 효자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9800.html)
39) safe today(2015.7.20.), 빅데이터로 장애인콜택시 ‘자동배차시스템’ 개발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이동권
신장 3대 개선방안’제공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9830)
40)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5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2007.5.27 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3년
1월부터 도입·운영 되었다(487대, 특장차량 437대, 개인택시 50대). (출처) 보안뉴스(2019.3.6). 서울시설
공단, AI기반 장애인콜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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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었다.41)
(2) 빅데이터 활용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설공단과 함
께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2018년 7월42)부
터 추진,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개선하
고자 하였다.43)

출처 : 최근 5년간 장애인콜택시 30분 이내 탑승
률, 디지털 미래서울 vol.3.

[활용DB44)]

41)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수요는 최근 5년동안 46.5% 증가하였고, 30분 이내 탑승률은 2013년 71.3%에서
2017년 44.5%로 감소하였다. (출처) 디지털 미래 서울 vol.3
42)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보도자료 (2018.7.31.), “빅데이터 활용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개선 시범사업” 착수보고
회 개최.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main/bbs/bbsMsgDetail.do?bcd=report&msg_seq=456
43) 이전에도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이 시도 되었다. 「장애인 이동권 분석(2015),「장애
인 콜택시 운영 분석(2014)」. (출처) 정용찬, 이원태, 정혁, 김윤화, 유선실, 정부연, 오윤석, 박민규, 권헌영,
오형나. (2017).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ICT 통계 생산체계 혁신 방안 연구(II).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췌
◦ 장애인 이동권 분석 (2015) : 보도자료 (2015.7.20.) “빅데이터로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줄인다”.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5449906
◦ 장애인 콜택시 운영 분석(2014) : 2015년 9월,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 KAIST와 공동으로
지난 5년간 3억 2,000만 건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배차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자동배차시스템은 상담사에게 신청을 접수하면 시스템에서 신청자에 적합한 차량 유무와 대기 순서, 인접
거리 내 가장 가까운 차량을 찾아 배차한다.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이용 수요에 맞게 운전 인력과 근무시
간도 재배치하는 데에도 이용 하였다. 1개월 시범 운영한 결과, 이 시스템으로 대기시간 24.5분으로 기존
의 27.4분보다 3분가량 단축되었으며, 자동배차시스템 이용 건수는 전체 탑승건수의 25%를 차지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 전역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 37개소 중 일부를 이전하거나 강
남권역에 차고지를 새로 만드는 등 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출처) 김경훈, 이선희, 양수연, 오윤석, 송태민
(2017). ICT정책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자신문(2015.7.20.), “서울
시, 빅데이터 기반 장애인 콜택시 배차시스템 가동“.
[활용DB]
데이터
차량
운행
정보
콜내역

데이터 설명
·’14년 3월~10월 등록 정보 활용(8개월, 약5천만건)
·추가분석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내부자료 활용(총5년치, 3억건)
·’15년 1월1일-11일 데이터 추가 수급(바로 콜 적용 후 신규데이터 대상 검증)
·’14.3.-10. 등록 정보 활용(8개월, 약70만건)
·추가분석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내부 자료 활용(총5개년 치, 440만건)
·’15.1.1-11일 데이터 추가 수급(바로 콜 적용 후 신규데이터 대상 검증)

운영
자원
정보

·고객·운전자·차량·상담원 정보
·’14.3.-10. 등록 정보 활용
·추가분석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내부자료 활용

기타

교통량정보(2012년), 기상정보

출처 :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요약집

44) 서울디지털재단(http://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community/api.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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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데이터 설명

보유기관

서울특별시 교통 소통 서비스링크 데이터
서울특별시 도로별 통행속도 데이터
서울 생활인구 내국인 데이터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종관 기상 관측 자료
공공
종관 기상 관측 지점 정보
데이터
시설공단 상담사, 운전자 관련 자료
차량 GPS데이터
배차 데이터
고객 VOC 데이터

기상자료
개방 포털45)
서울
시설공단

민간
장애인 유동인구 데이터
데이터

SKT

출처 :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사례집(2017). 디지털 미래서울 vol.3 (2018)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2018 공공
빅데이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애인콜택시의 콜내역을 분석한 결과 무효콜은 13~16시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주요 원인은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취소로 나타났다. 예약 콜에 대한 최
적화 배차를 통해 대기시간 절감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는 특히 23시 콜 접수량과 무효콜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이튿날 예약콜에 대한 것이다. 이에 예약 전담 차량을 운영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2017년 기준 요일별 운행 시간/거리로 평일 배차 데이터 중심으로 비효율을 파악
하였다. 월-금의 경우 실제 공차시간은 적정, 배차-승차 시간 최적화가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일평균 콜당 운행거리를 요일별로 본 결과 모든 요일에서 배차-승차
거리가 약 6km로 고객 배차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다.

45)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data/grnd/selectAsosRltmList.do) : 종관기상관측이란 종관규
모의 날씨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해진 시각에 모든 관측소에서 같은 시각에 실시하는 지상관측을 말한다. 종
관규모는 일기도에 표현되어 있는 보통의 고기압이나 저기압의 공간적 크기 및 수명을 말하며, 주로 매일의
날씨 현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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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 공공 빅데이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자료집. 행정안전부

현재 거리점수, 접수점수, 치료목적점수, 대기점수, 예약점수를 사용하여 자동배
차 점수 제도를 운영하여 우선 배차를 선정하고 있으며 각 점수별 변수의 문제점을
실효성 높은 방향으로 수정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서울시디지털재단과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콜택시 장기
대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이동권 향상, 장애인콜택시 배차시스템 및 업무 프로
세스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수요 예측 시스템을 도
입하여, 일, 월, 계절, 시간대별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 가능, 운전원은 대기수
요 및 도착예정시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 될 것이
라고 예상하였다.
나. 시각장애인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1) 배경 및 목적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은 장애인46)의 외출, 출퇴근, 민원업무,
병원 등의 생활이동 편의를 돕는 수단 이다. 서울시는 시각·신장장애인47)의 생활
이동의 편의를 돕고자 1985년부터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
다. 서비스 대상은 센터에 등록된 1만 5120명48)이며, 센터는 158대 차량과 175명
운전원49)을 보유하고 있다.50) 그러나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이용자
46)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시각·신장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만이 이
용 가능하다.
47) 1~3급 시각장애인, 1~2급 신장장애인
48) 시각장애인 1만670명, 신장장애인 445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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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대비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51)
서울시는 2018년 콜처리율 80% 달성을 목표52)로 대체 운전원을 증원하여 출퇴근
시간대 추가 투입, 빅데이터를 이용한 차고지 재배치로 접근성 강화를 계획하였
다.53)
(2) 빅데이터 활용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콜접수 데이터’, ‘차량운행 GPS 데이터’, ‘운전자
/차고지 정보’,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공영주차장 데이터’를 활용, 이용자 수요 및
차량 공급 패턴 분석을 수행하였다.
[활용DB]
구분

내용

기간

콜접수
데이터

접수일자/시간, 출발지, 도착지,
배차/승차/하차/취소일시 등 콜 접수
데이터 활용

2012년10월
-2015년9월

차량운행
GPS 데이터

차량별 수신날짜/시간, GPS위치, 차량상태 2012년10월
등 GPS 수신데이터 활용
-2015년9월

운전자/
차고지 정보

운전자 소속 조 그룹, 차고지 주소,
주차대수, 주차요금 데이터 활용

전체데이터

공영주차장
데이터

종일 운영하는 노외 주차장의 주소,
주차대수, 주차요금 활용

2015년12월
시점 기준

출처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data.seoul.go.kr)

출처 :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사례집

콜접수 데이터를 최근 3년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시간대별 수요가 밀집한 지
역에 비해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최초 콜 접수부터 승차시간까지 이용자
49)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https://kbucall.org/sub.do?menu_no=1&c_no=8)(접속일 : 2019.7.2.)
50) 머니투데이(2017.12.14.) “1만5천 시각·신장장애인 ‘이동의 자유’ 지킨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1407008299760
51) 에이블뉴스 (2014.8.12.) “‘복지콜’, 이용 서울 시각장애인들 ‘이중고’”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40808161248891996
52) 콜 처리율 : 48.7%(2015년), 55.7%(2016년), 72.8%(2017년), (http://news.mt.co.kr/mtview.php?no
= 2017121407008299760)
53) 15개 차고지를 25개 자치구 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출처) 머니투데이
(2017.12.14.) “1만5천 시각·신장장애인 ‘이동의 자유’ 지킨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140700829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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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은 평균 약 3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

수요 밀집 지역

새벽시간대(00시~06시)

중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특정 시설 밀
집 지역

출근시간대(06시~09시)

관악구, 동작구, 노원구, 강남구(수서동), 강
차량 공급량 부족
서구 아파트 단지 부근

오전시간대(09시~13시)
오후시간대(13시~17시)

병원, 복지관, 학교 중심

퇴근시간대(17시~21시)

복지관, 중구(남산산책로), 서초구(카페골목),
도봉구(창동역, 방학역)

야간시간대(21시~24시)

강남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공급

차량 공급량 부족(*일요일)

차량 공급량 부족(*평일)

출처 :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사례집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함

특히 새벽시간대(00시~02시), 출근/오전시간대(07시~10시), 퇴근시간대(17시~19
시)의 대기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사례집

자치구 단위의 출발지·목적지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패턴을 확인한 결과, 강남
구 내, 노원구 내에서 이동 건수가 3만 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강서
구, 관악구, 성북구, 송파구, 중구, 성북구 내에서 이동 건수가 많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적정 차고지 순위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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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장애인 통화정보 데이터 활용 사례
∘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록 정비대상 우선순위 선정 분석54)
(1) 배경 및 목적
점자유도블록 방향이 잘못되거나, 조잡한 설치 등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각장애인 보행에 혼선을 일으키며, 길안내
기능을 하는 시설의 역할을 못하게 한다. 또한 유모차 이용자와 휠체어 이용자에게
는 횡단보도의 턱낮춤 단차가 기준치와 맞지 않아 넘어지거나 우회하는 등, 보도
이용시 불편을 감수하게 한다. 이에 서울시는 점자유도블록 정비를 추진, 시각장애
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빅데이터 활용
서울시내 보도의 장애인안전시설(점자블록, 턱낮춤시설)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한국시작장애인연합회는 ’15.5-8월까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562km이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통화데이터와 시각장애인 콜택시 운행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
을 실시하고, 시각장애인 이동이 많은 지역의 도로부터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복지요금제 가입자의 통신데이터’55)와 시각장애인 생활이
동지원센터의 ‘콜택시 호출 승․ 하차 위치 데이터’,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동하는 지
역을 분석’한 서울시 통계데이터담당관 분석 자료이다.

54) 한국장애인뉴스 (2016.3.15.) 서울시,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본격 시작 : 장애인 안전시설 전수
조사 결과 반영 후 4대분 안 지역부터 정비시각장애인의 이동패턴 등 빅데이터 활용 10월까지 맞춤형 정비.
(http://www.hkd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869)
·KBS NEWS (2016.3.16) 서울 4대문 지역 보도 위 불량 점자블록 고치고 횡단보도 턱낮추기로.
(http://mn.kbs.co.kr/news/view.do?ncd=3248934)
·세이프타임즈 (2016.3.15.), “서울시,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보사업 본격 시작”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9)
·에이블뉴스 (2016.3.15.) “서울시, ‘보도 위 장애인 안전사고’최소화”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60315111811885118)
55) 사업협력 목적으로 SK텔레콤 지오비전(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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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DB]
구분

내용

기간

출처

시각장애인
복지 요금제
통화데이터

시각장애인 통화이용자수 활용
시각장애인 복지요금제 가입자 중 시각장애인
옵션인 사용자들의 통화량을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블록에 매핑

2015년
9월(1개월)

SKT텔레콤
지오비전

시각장애인
콜택시
운행정보

시각장애인용 콜 택시 승·하차 정보 활용
시각장애인용 콜택시(150여대)의 운행기록
기반으로 탑승위치와 하차위치를 추출

2014년10월
-2015년9월
(1년)

서울시
시각장애인생활이
동지원센터

표준노드링크

-

2015년
11월30일 버전
(최신자료활용)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관
리시스템

출처 :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사례집

시각장애인용 통화데이터로는 블록별 시각장애인 통화이용자 수를 산출 하였다.
분석결과 블록별 10,000㎡56) 통화이용자 수가 높은 순서는 논현2동, 역삼2동, 한강
로동, 송파1동, 역삼1동, 자치구별로57)는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중구, 송파구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용 콜택시 운행데이터는 1년에 대한 시각장애인
용 콜택시(150여대)의 운행기록을 바탕으로 승차위치와 하차위치를 추출하여, 승·
하차 밀집지역을 확인하는데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서울시가 점자유도블록 정비계획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
며, 서울시는 현자조사 결과와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선 정비 지역을 도출
하여 2016년 53km를 대상으로 정비를 시작하였다.58)

56) 통화 인원수는 블록면적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고자 10,000㎡ 당 통화 인원 수로 산출하였다. 10,000㎡ 당
통화 인원 수 = 시각장애인 통화이용자 수 / 블록면적 × 10,000
57) 자치구별 시각장애인 통화이용자 수는 자치구별 거주자 수 순위와 달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순위가 높
게 나타났다. 송파구의 경우에는 거주자 수와 통화이용자 수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
처)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사례집.
58) 2016년에는 보행량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4대문지역(중구, 종로, 동대문, 서대문)에 설치된 점자블록 53.4
㎞와 턱낮춤 1㎞를 올해 10월까지 집중 정비한다. 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분석해 시
각장애인의 주요 이용시설을 조사하고, 이동 동선을 고려한 정비노선을 선정해 정비우선 순위를 부여해
2018년도까지 단계별로 정비할 계획이다. (출처) 세이프타임즈 서울시,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본격 시작 (http://www.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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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블록별 시각장애인 통화이용자 수, 시각장애인용 콜택시 승·하차 지점 온도지도, 표준 노드링크를 지도
상에 중첩하여 시각장애인 이동이 많은 지역을 시각화 한 후, 표준노드링크 중첩을 통해 지도상에서 점
자유도블록 필요 지역의 해당 도로를 추출하고, 도로 길이 등의 도로정보를 확인하였다.
주 2) 출처 :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사례집.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록 정비대상 우선순위 선정 분석

3 장애인복지카드 데이터 활용 사례
∘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노선 분석59)
(1) 배경 및 목적
서울시 및 각 자치구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노약자 무료셔
틀버스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노인의 거주·유동인구가 많은 지
역임에도 무료셔틀버스가 운영 되지 않는 사각지대, 이용자 수가 없는 정류장이 존
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무료셔틀버스 이용률은 2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무료셔틀버스의 노선과 정류장을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곳 중으로
변경하면 장애인의 이용률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빅데이터 활용
이에 서울시는 신용카드사와 민관 빅데이터 협의체를 운영하여 장애인 및 노인
의 거주·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이용자 수가 없는 정류장
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59)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사례집.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노선 분석
·한겨례(2016.2.10). “빅데이터, 장애인삶 불편 줄여주는 ‘최첨단 효자’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9800.html)
·보도자료(2015.4.24.) 서울시, “서울시-신한카드, 빅데이터로 장애인 셔틀버스 최적 노선 찾는다”
(https://opengov.seoul.go.kr/press/4650457)

Ⅱ.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연구

29

[활용DB]
구분
이용실적 데이터

활용정보
·자치구, 노선번호, 정류장,
·노인/장애인/휠체어장애인/보호자 회차별 이용자 수

기간
’15.4.-’15.12.

·지체 1·2급, 뇌병변 1·2급, 호흡기 1급을 제외한 장애인
장애인S복지카드
·거주지데이터 : 거주지집계구ID, 장애인수
데이터
·소비지데이터 : 거주지집계구ID, 소비지집계구 ID, 장애인 수

’14.10-’15.9

SKT노인
유동인구데이터

’15.1-’15.12

·Cell ID, X좌표, Y좌표, 월 유동인구 수

오픈메이트 노인
추정 상주인구 ·행정동코드, Block CD, X좌표, Y좌표, 인구 수
정보

’15.8월기준

먼저 장애인 복지카드 사용이력 정보를 분석60)하여 장애인의 주 이동 동선을 확
인하였다. 정류장 반경 500m이내 지역을 집계구별 활동지수분포 지도 위에 표시하
여 사각지역을 확인하였다.61)

출처 :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사례집

장애인 복지카드의 사용이력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노원구에 장애인
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많은 지역은 노원구, 중구 순인
60) 신용카드사가 장애인에게 발급하는 복지카드가 결제된 가맹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61) 활동지수 25인 지역을 사각지역으로 정의하였다. 활동지수는 장애인의 면적당 거주 인구, 면적당 유동인구,
노인의 면적당 거주 인구, 노인의 면적당 유동 인구를 각각 백분위수로 환산하여 4가지의 평균값으로 활동지
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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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거주지와 소비지 이동 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거주지에
서 이동거리가 짧은 인접 지역에서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인의
주요 이동 동선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안 노선을 제시하
였다.62) 대안 버스노선 제시를 위해서는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사각지역의 무료셔
틀버스 이용자수를 예측하고, 장애인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대안
노선을 제시하였다.

4 신고민원 데이터 활용 사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분석63)
(1) 배경 및 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편의 증의 목적으로 1997년 설치가
법제화 되었지만, 불법 주정차 위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신고건수
는 42만건, 과태료 부과는 424.3억원64)에 달한다.
한해 1,4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도에서 최근(’14년~’18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 건수가 8배 이상 증가하고, 이와 관련한 민원은
’18년 기준 전체 민원 중 30% 이상인 실정이다.65)

62)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신이문역과 청량리역에 장애인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3) ·보도자료(2019.6.2.) “장애인 이동권, 빅데이터로 지킨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분석으로 단속 효율화 및 선제적 민원 감소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152)
·일간제주(2019.6.3). 제주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빅데이터로 잡는다!
(http://www.ilga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57)
·뉴스N제주(2019.6.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빅데이터 활용하여 줄여 나간다!
(http://www.news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19)
·etnews(2019.6.2). 장애인 이동권, 빅데이터로 지킨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분석
(http://www.etnews.com/20190531000293?m=1)
64)
구분
건수(만건)
과태료(억원)
2014년
2018년

8.8
42

78.7
424.3

65) 제주도에서는 현장 단속인력(5명)과 장애인 보조인력(72명)을 운영하고,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나서
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 정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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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 활용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최근 3년(2016년~2018년)간의 신고민원 데이
터(약 3만건), 과태료 부과내역(약1만 8천건), 차량등록현황(약 38만건), 업소정보
(약 250만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민원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시설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민원의 65%가 민원 발생 지점의 10%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민원
건수는 계절에 따라 특성을 보였는데, 여름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민원 분포
계절

민원비율

여름(6~8월/8월)

28.8%/10.6% (*8월)

겨울(12~2월/2월)

20.5%/5.8% (*2월)

지역·연도별 민원건수

지역별 렌터카 분포

연도

지역

렌터카 비율

서귀포시

26.4%

제주시

13.2%

’16

’18

서귀포시 1,070 2,999
제주시

3,943 6,805

출처 : 보도자료(행정안전부, 2019.6.3). 장애인 이동권, 빅데이터로 지킨다 재구성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계절별 주요 단속대상 지점을 최적 경로로 순회할
수 있는 최적 단속지도(32개 경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 16개)를 제작하고, 민원
량과 민원빈도에 따른 장애인 보조 인력의 재배치 방안을 도출66)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이동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민원 급증지점과 관광지에 시민의
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5 공적 복지급여 지급 내역 등의 데이터 활용 사례
∘ 복지사각지대, 빅데이터로 빈틈없이 찾아낸다67)
(1) 배경 및 목적
2015년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 수급기준이 완화 되는 등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66) 장애인 보조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보조 인력을 민원 빈발지점으로 변경·투입하는 방안, 중장기적
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산정한 읍면동별 적정인원으로 재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67) 보도자료 (2019.1.25). 복지사각지대, 빅데이터로 빈틈없이 찾아낸다 - 빅데이터로 취약가장 예측하고 자립
을 위한 선제적 맞춤 복지지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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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건강상의 문제로 복지기관에 방문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경기도 안성시는 적재적소에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서비스 분석을 추진하였다.
(2) 빅데이터 활용
분석에는 안성시로부터 제공받은 복지 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출처

공적 복지급여 지급 내역(약 6.1만건)
안성시
(’15년~’18년)

민간 복지기관 지원 내역(약 6.3만건)
위기가정 지원 내역(약 500건)
안성시 인구통계(15개 행정구역별, 연령별)
안성시 버스노선도

공공데이터

운행시간

분석결과, 공간분석(GIS)을 활용하여 복지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수급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지역내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의 다양한 지원항목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
현황(복지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공감 지도를 구현
하였다.

출처 : 복지기관 접근성 취약지역 복지대상자 분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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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복지기관에서 도보로 약 15분 내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혜택이 집중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교통, 건강 등으로 인해 복지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수급자가
많이 거주하는 3개소(공도읍 2개소, 대덕면 1개소)를 복지기관 추가 설립지로 제시
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아우르는 복지셔틀버스 4개 노선을 선정하여 시범운행
을 제안하였다. 이를 적용하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6,130명(55.7%) 중
1,567명(25.56%)이 복지기관 접근성 향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
다. 안성시의 과거 3년간의 위기가정 지원내역과, 월소득, 세대구성, 질병부위 등
11개 항목을 주요 변수로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는 위기가정 예측모
델68)을 개발하였다.

2) 해외사례
1 런던의 운송 네트워크 데이터 활용 사례69)70)
◦Real-time Analysis of London Transport Network Usage by Mobility-Impaired
Stakeholders
(1) 배경 및 목적
MobiliCity 실험은 OrganiCity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된 것으로71), EU의 스마트
도시와 관련한 도시연구와 혁신을 목표로 EU Horizon 2020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
은 오픈데이터 활용 실험이다.72)73)74) MobiliCity 실험은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68) 질병·부상 또는 실직 등의 사유로 한시적(3~6개월) 지원대상이 되는 위기가정(긴급복지, 무한돌봄)이 기초수
급대상이나 차상위 계층과 같은 지속적 지원 대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약 83.3%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분
석모델도 개발하였다.
69) Real-time Analysis of London Transport Network Usage by Mobility-Impaired Stakeholders
70) https://www.ucan2magazine.co.uk; https://organicity.eu/; http://www.eurob.com/
Mobility-as-a-Service and changes in travel preferences and travel behaviour: a literature
review(Anne Durand et al., 2018); Whimpact(RAMBOLL, 2019)
https://www.designmap.or.kr:10443/dt/DtDIFrD.jsp?p=396
http://ec.europa.eu/research/transport/pdf/final_report_evaluation_h2020_sc4_29112016.pdf
http://ec.europa.eu/transparency/regexpert/index.cfm?do=groupDetail.groupDetail&groupID=3570&news=1
71)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오픈데이터 해외주요동향
72) OrganiCity er et EU-projekt mellem førende 'Smart Cities' i Europa.
https://www.smartaarhus.dk/projekter/organicity
73) Oraganicity는 EU Horizon 2020의 펀딩을 받아 진행하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디지털 기술로 도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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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impaired users) 이용자가 직면한 문제를 강조하고, 그들의 런던 교통 접근
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빅데이터 활용
Mobility는 Black spots을 발굴하고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모바
일 추적 데이터(tracking data)를 수집하고, 이용자 접근성관련 요구 사항을 수렴하
였다. 자원봉사자들에게서 4주간의 대중교통 수단 데이터를 수집하여75), 프로젝트
가 실제 사용자에게 유용한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76)데이터 수
집 시에는 54개 방송국을 활용하여 와이파이 데이터 수집 기술을 테스트하였다.
그 결과 MobiliCity는 최적의 경로를 비교하도록 돕고, 거리 차이를 계산하는 등
운송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 시 이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앱을 통해
Smartphone Experimentation App(SEA) 데이터, 구글 맵의 추적 데이터를 웹 서버77)
에 업로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웹사이트에 수집된 데이터는 기계학습78)을
사용한 자동 알고리즘이 분석하고, 런던교통국(TfL; Transport for london)79) Journal
Planner API를 통해 최적의 이동 루트를 제안 받을 수 있게 했다. TFL 이외에도 영
국교통부(DFL; Department for london), 네트워크레일, 국제철도서비스, 기타 운송
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연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74)

75)
76)
77)
78)

79)

해결하기 위해 혁신·데이터 전문가, 학술그룹 및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Global Open
Data, Now. 오픈데이터 해외주요동향 (2017. vol.04). 한국정보화진흥원.
Work Package5. Co-Creating smart cities of the futures.(p.12). D5.5 Usability assessment of
OrganiCity’s First Open Call. https://organicity.eu/wp-content/uploads/2018/08/D5.5-OrganiCity
-Co-creating-Smart-Cities-of-the-Future.pdf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POST-PN-472
https://www.ucan2magazine.co.uk/content/mobilicity-are-looking-volunteers
Organicity(2016). CO-CREATING SMART CITIES OF THE FUTURE
http://mobility.london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은 데이터마이닝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의 주요 분석방법이다. 이는 임의의 데이
터가 있을 때 이를 컴퓨터가 인지하는 형태로 표현하고 컴퓨터에게 적용 하는 방법으로 Deep Neural
Networks, Convolutional Deep Neural Networks, Deep Believe Networks와 같은 다양한 딥러닝 기
법들이 컴퓨터비전,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음성/신호 처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출처) 이지영
(2015). 빅데이터의 국가통계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통계개발원.
런던교통국은 영국 Greater London(런던을 포함하는 잉글랜드의 최상위 행정 구역)의 교통 전반을 책임지는 지
방정부단체로 교통 관련 시설 및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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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교통국 (TFL)의 API]

자료 : https://organicity.eu/experiment/real-time-analysis-london-transport-network-usage-mobilityimpaired-stakeholders/

2 센서 데이터 활용 사례80)81)
◦ DisPark: Using IoT(Internet of Things) and mobile app to improve car
Parking Spot Manage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y
(1) 배경 및 목적
DisPark는 OrganiCity 프로젝트의 하나로 스페인의 산탄데르와 키프로스의 니코
시아에서

진행되었다.

Horizon2020에

따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자금(€57,500)을 지원받았다. 이는 장애인이 지정된 주차 장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공간의 필요성을 계량화하
여 정책 결정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82)
(2) 빅데이터 활용
장애인 주차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장애인이 지정된 주차장소를 실시간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토 타임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UCSL

80) DisPark: Using IoT(Internet of Things) and mobile app to improve car Parking Spot
Manage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y
81) https://organicity.eu/http://www.wayfindr.net/
DisAssist: An Internet of Things and Mobile Communications platform for Disabled Parking
Space Management(Lambros Lambrino et al., 2013)
Organicity playbook(ORGANICITY, 2016)
82)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오픈데이터 해외주요동향; https://organicity.eu/experiment/di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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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CUT(Cyprus University of Technology)84)는 장애인 주차와 관련한 문제를 가
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젝트의 목표와 시스템에서 요구
되는 기능을 파악하였다.85)
산탄데르에서는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모바일 응용과 니코시아에서는 장애인
주차공간에 센서를 설치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86) 스페인의 산탄데
르는 수천개의 다양한 loT를 내장하고 있으며87), 400개의 주차센터, 50개의 관제
모니터, 온도, 소음, 공기의 질 등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 2000개의 센서를 설치하
였다.88)89) Google 시스템에서 실시간 주차 가능 정보를 수집하여 주차공간의 상태
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DisPark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를
개발하였다.
[스페인 산타데르와 키프로스 니코시아의 DisPark]

(a)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앱 개발

(b) 다양한 기능을 연결하여 구현

83) https://organicity.eu/experiment/dispark/
84) 이들은 시스템설계자, 프로그램개발자, 심리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https://organicity.eu/experiment/dispark/
85) Organicity(2016). CO-CREATING SMART CITIES OF THE FUTURE
86) https://www.europapress.es/cantabria/noticia-seleccionados-cinco-proyectos-santander
-primera-convocatoria-organicity-20160913133230.html
87) http://iot-lab.cut.ac.cy/parking-for-people-with-disabilities/
88) http://www.smartsantander.eu/index.php/testbeds/item/132-santander-summary

89) http://www.smartsantander.eu/index.php/testb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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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앱이 나타내는 주차공간과 상태
출처 : https://organicity.eu/

3 실내 신호 데이터 활용 사례90)
◦ Wayfindr: Opening Up Indoor Beacon Data to Digital Navigation for Vision
Impaired citizens
(1) 배경 및 목적
2016년 구성한 Wayfindr91)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자금(€59,688)을 지원받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실내 신호 데이터를 디지털 내비게이션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Beacon 제작에 집중하였다.92) 2017년에는 Big Lottery Fund로부터 지원
(€300,000)을 받아 영국 전역에 약 14,000개의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93)
90)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오픈데이터 해외주요동향
http://www.wayfindr.net; https://www.google.org/impactchallenge/disabilities
Euston Tube trial for Wayfindr blind navigation system(Wade, Smith., 2015)
Finding your way new app improves navigation for blind passengers(Smith, Kevin., 2015)
Innovation White Paper Series Wayfindr(G3ICT, 2017)
Understanding Audio Wayfinding and Audio-Based Navigation(Wayfindr, 2018)
Wayfindr: The World’s First International Standard for Accessible Audion Navigation(Wayfindr, 2018)
91) 2014년 3월, 왕립맹인아동학회(RSBC) Youth Forum는 영국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
다. 선언문에서는 젊은이들이 미래세대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로서 디지털 방식의 접근성 향상을 주장
하였다. (출처) Finding your way new app improves navigation for blind passengers(Smith,
Kevin., 2015)
9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오픈데이터 해외주요동향
93) https://www.wayfindr.net/blog/wayfindr-receives-300000-big-lottery-fund-help-vision-impaired-people-travel-independ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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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디자인 회사인 USTWO는 시각장애인과 상호협력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우선순위 영역을 확인하고 1개월 동안 보고서, 비디오 등을 활용
한 2차 연구를 실시하였다.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그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 하였다.94)
2015년 Google의 지원을 받아 오디오 내비게이션 작동방식의 Wayfindr를 개발하
여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고용, 쇼핑, 병원 등 지역사회
참여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95)
Wayfindr는 디지털방식으로 BLU(Bluetooth Low Energy) Beacon을 사용하는
데96), 이은 천장, 표지판, 경로, 계단 등의 신호를 Wayfindr APP로 전송하는 방식이
다97). BLU Beacon은 실내 및 실외 환경 모두에 설치할 수 있다. 앱은 사용자가 대
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에서 화장실을 찾는 등 더 많은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돕는다.98) 또한 보조기술인 The Wayfindr Open Standard는 무선증강
현실, 오디오 내비게이션, 원격감지기능을 결합하여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신
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99)

94) https://www.wayfindr.net/blog/wayfindr-beginning
95) 도시 기획자, 기술 개발자, 정책입안자가 장애인권리협약(UNFCCC)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시각장애인의 독
립성과 접근성을 보장한다. UN 산하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17년 3월 M-Enabling Summit
Conference에서 Wayfindr의 표준지침을 공식 ITU 표준(ITU-T F.921)으로 승인하였으며 런던, 시드니,
오슬로, 바르셀로나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Wayfindr: The World’s First International Standard for
Accessible Audion Navigation(Wayfindr, 2018); Innovation White Paper Series Wayfindr(G3ICT,
2017))
https://www.businessinsider.com/wayfindr-google-backed-blind-navigation-approved-un-trials-2017-9
96) BLU Beacon은 1994년 근거리에서 데이터를 교환하며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무선 신호를 전송하는 전자
장치이다. Wade, Andrew(2015). Euston Tube trial for Wayfindr blind navigation system. The
Engineer
97) Understanding Audio Wayfinding and Audio-Based Navigation(Wayfindr, 2018)
98) https://www.wayfindr.net/open-standard

99) https://news.itu.int/paving-the-way-for-those-with-visual-impairments-the-wayfindr-open-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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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의 Wayfindr]

(a) Wayfindr가 개발한 앱

(b) 앱 사용시 필요한 도구

(c) 이동시 앱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d) 고용환경에서 앱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출처 : http://www.wayfindr.net

4 Wheel Map Berlin100)
(1) 배경 및 목적
Wheel Map은 베를린에 소재한 비영리단체인 Sozialhelden의 주도하101)에, 장애
인의 권리 중에서도 장소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2010년 9월 개발되었다.102) 많은
자원봉사자와 공공 및 개인 후원자들에 의해 지원을 받아 장애인이 일상생활의 이
동경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103)

100) ∘ Data, Disability and Development : Innovative Approaches to Monitoring and Evaluating
CRPD Implementation and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using Big Data Analytics and
Text Mining. https://internetgovernancelab.org/events/cosp-11-side-event
∘ 세계도시동향 (2019). 서울연구원. 449호.
∘ Mobasheri et al(2017). Wheelmap: the wheelchair accessibility crowdsourcing platform.
Software and Standards, 2(27), 1-7.
101) 2009년 3월 독일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었다.
102) https://news.wheelmap.org/; https://de.wikipedia.org/wiki/Wheelmap.org
103) https://www.zeit.de/digital/internet/2011-09/wheelmap-raul-krauthausen; https://news.wheelma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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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 활용
Open Street Map(OSM)을 기반으로 하여 매핑 플랫폼을 전 세계에서 적용이 가능
하다. Wheel Map은 신호등시스템, 계단, 엘리베이터, 경사 등을 안내하고 접근이
가능한 곳은 초록색,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곳은 주황색, 접근이 어려운 곳은 붉은
색으로 표시된다.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한 곳,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안내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안내시스템이 지원된다.104)
[독일 베를린의 Wheel Map]

(a)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를 표기한 (b) 장애인 접근이 원활한 곳 표시
온라인 지도 휠맵
자료 : 세계도시동향 (2019). 서울연구원. 449호. https://wheelmap.org/

5 AXS Map

105)106)

(1) 배경 및 목적
Jason Dasilva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접근하고 이동하는 것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AXS Map107)을 개발하였다. AXS Map는 Access Map이라고
도 하며 휠체어를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108)

109)

Google, Ontario

104) https://wheelmap.org/; https://de.wikipedia.org/wiki/Wheelmap.org
105) ∘ Data, Disability and Development : Innovative Approaches to Monitoring and Evaluating
CRPD Implementation and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using Big Data Analytics and
Text Mining. https://internetgovernancelab.org/events/cosp-11-side-event
∘ AXS Map; How can digital information contribute to achieving the SDG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ww.un.org/disabilities/documents/desa/digital_society_white_paper.pdf
106) http://ec.europa.eu/www.axsmap.com; https://www.axsmap.com/; David Sangokoya (2016).
How can digital information contribute to achieving the SDG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ide event of COSP9. 1-10.
107) AXS Map은 2012년 Jason Dasilva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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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Canada Media Fund, Fledgling Fund, New York Community Trust,
Rubin Foundation에서 지원을 받았다.110)
(2) 빅데이터 활용
정보를 제공하고 교환하는 gamification(일종의 온라인 게임 도구)을 사용하는 접
근성 매핑 앱으로,111)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음식점, 학교, 직장, 보건서비스,
투표소 등 접근가능한 장소를 실시간 안내한다.112)
[AXS Map]

(a) 모바일 앱에서 보여주는 정보

(b) 게임도구를 활용한 정보생산

*출처 : https://www.axsmap.com/

3)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 본 장애분야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사례에서 도출한 국내·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공통점으로는 ICT 분야의 발전이 장애분야의 데이
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UN Expert Group Meeting (2015)113)는 ICT 분

108) http://archive.pov.org/wheniwalk/axs-map; https://zeroproject.org/practice/pra181361usa-factsheet/
109) AXS Schools라고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도 있는데 이는 프로젝트 단계이고, 물리적 환경으로 교육기회
제한받는 장애인을 포괄하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David Sangokoya. M.
(2016) How can digital information contribute to achieving the SDG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ide event of COSP9
110) https://en.wikipedia.org/wiki/AXS_Map
111) https://zeroproject.org/practice/pra181361usa-factsheet/
112) 사용자는 리뷰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113) United Nations Expert Group Meeting on Disability Data and Statistics,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Way Forward-a Disability-Inclusive Agenda Towards 2015 and Beyon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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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발전이 장애데이터와 통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그들은 ICT 분
야의 발전으로 장애관련 정보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원천데이터가 수
집·생산되어 제공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국내·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러한 데이터는 단일 데이터가 아닌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결합하여 활용되고 있
으며,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새로운 분석 방법들이 접목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
하에서 장애분야 빅데이터의 원천자료는 이어지는 절을 참고한다. 차이점으로는
분석 과정에서의 장애당사자의 참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는 이어지는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빅데이터의 유형 및 장애분야 빅데이터의 원천자료
빅데이터를 분류하는 기준은 생성주체, 데이터 유형, 데이터 수집 측면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이지영 (2015)의 기준에 따라 빅데이터를 데이터 유형 측면에서 분
류해 보면, 장애분야 빅데이터 사례는 주로 정형데이터가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 차량운행 데이터, 장애인 복지카드 데이터, 유동인구를 기반
으로 장애인 통화 정보 데이터, 셔틀버스 노선, 점자유도블록 위치와 같은 데이터가
이에 해당 된다.
<표 Ⅱ-2> 빅데이터 분류
분류기준
생성주체

데이터
유형

데이터
수집
방식

빅데이터 유형

종류

기계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서버 로그 데이터, 센서데이터, 위치데이터 등

사람데이터

트위터, 블로그, 이메일, 게시판 등

관계데이터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정형데이터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 시트 등

비정형데이터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텍스트 문서, 이미지/동
영상 등

반정형데이터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메타 데이터나 스키마를 포
함하는 데이터 - XML, HTML 등

내부 데이터

자체적으로 보유한 내부 파일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등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수집

외부 데이터

웹크롤링 엔진을 통해 인터넷 링크의 모든 페이지 복사본을 생성함
으로써 데이터를 수집

자료 : 이지영 (2015). 빅데이터의 국가통계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통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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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CE (2013)는 빅데이터의 원천자료원(large data sources)을 기준으로 빅데이
터를 분류하였는데, 장애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 데이터, 신고민원, 차량등록현황이
행정데이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카드 데이터, 장애인 복지 요금제
통화 데이터는 상업용 및 거래 데이터, 장애인 콜택시 차량 운행 데이터는 센서 데
이터, 통화 데이터를 활용한 핸드폰 위치데이터가 추적데이터에 해당된다.
<표 Ⅱ-3> 빅데이터 원천자료원(LARGE DATA SOURCES)에 따른 장애분야 빅데이터
구분

내용

장애분야 데이터

행정데이터
(정부 혹은 이외의
정책시행으로 발생)

전자의료기록, 병원방문, 보험기록,
은행기록, 푸드뱅크 등

장애인 콜택시
운행정보(접수, 승하차
정보 등)
공정·민간 복지급여 지급
데이터 등

상업용 및 거래 데이터
(두 개체간 거래로 발생)

신용카드거래, 휴대폰을 포함한
온라인 거래 등

장애인 복지카드 데이터
복지 요금제 통화데이터

센서데이터

위성이미지, 도로센서, 기후센서 등

추적(tracking)데이터

휴대폰 위치데이터, GPS 등

행동데이터

온라인 검색(제품, 서비스 및 다른
유형의 정보), 온라인 페이지 보기 등

의견(opinion)데이터

블로그, 소셜미디어 의견 등

⇨

장애인콜택시 GPS데이터
SNS, 신문기사,
보도자료 등

자료 : UNECE(2013.3.10.). What does “Big data” mean for
official statistics.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CONFERECE OF EUROPEAN
STATISTICIANS.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2019.1.9)
공식통계로서의 빅데이터

다양한 원천자료가 활용되고 있음에도, 장애분야에서 역시 신문기사, 블로그, 소
셜미디어 데이터 등 의견 데이터에 대한 활용은 활발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터 유형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비정형 데이터들 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분
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 외, 2017). 그러나 일부 연구
사례에서 비정형데이터의 정책적 활용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참고]를 참조한다. 이는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사례 중 장애분야를 언급한 사
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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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사례 : 장애부문 관련
가. ICT 정책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방안 연구 : 제3장 ICT 보도자료
텍스트마이닝114)
본 연구는 ICT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래창조과학부115), 방송통신위원
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단어분석과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을 통해 ICT 정책의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ICT 정책의 방향
성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활용한 토픽 모델링 결과 최적의 주제는 9개
로 결정되었다. 보도자료의 각 주제를 구성하는 주요 단어별 주제를 살펴보면
① 이용자 과금 정책 ② 광고 정책 ③ 국제협력 정책 ④ 방송교육·장애인 방
송 정책 ⑤ 단말기 유통 정책 ⑥ 개인정보보호 정책 ⑦ 방송 허가 정책 ⑧ 재
난방송 정책 ⑨ 방송법 정책으로 구분된다.
방송교육․장애인 방송 정책의 경우, 전반적인 선형트렌드 상으로는 최근으로
올수록 비중이 미미하지만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텍스트마이닝분석
을 활용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를 파악할 때 보다 신속하고 단순하게 파악하면
서, 월별추이를 통한 향후 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경
훈, 2017).

[그림] 방송교육․장애인 방송 정책에 대한 토픽모델링 결과

114) 김경훈, 이선희, 양수연, 오윤석, 송태민. (2017). ICT 정책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방안 연구정보통신정
책연구원.
115)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자료 수집 시기에 맞게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미래부로 명칭을 통칭하고 있어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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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단어 수

주요 단어

① 이용자 과금 정책

19,678

이용자, 시청, 이용, 증가, 유료, 요금, 유료방송, 제공, 광고,
조사, 감소, 스마트폰, 대비, 확인, 서비스, 지상파, 사업자,
결합, 결합상품

② 광고 정책

25,705

방송, 의결, 정책, 의견, 의결안건, 방송광고, 지상파, 지원,
중소기업, 계획, 추진, 간단회, 개최, 예정, 논의, 방송통신,
광고, 결과, 오늘

③ 국제협력 정책

16,507

방송, 방송통신, 한국, 협력, 논의, 양국, 단말기, 규제, 중국,
공동, 단말기유통, 방송콘텐츠, 보도, 방문, 공동제작, 소비자,
체결, 세계, 국제

④ 방송교육·장애인 방송
정책

16,909

방송, 시청자, 미디어, 지역, 장애인, 시청자미디어, 방송통신,
미디어센터, 장애인방송, 제작, 교육, 미디어교육, 대상, 지역
방송, 행사, 지원, 개최, 전국, 우수

⑤ 단말기 유통 정책

18,449

시정, 위반, 단말기, 과징금, 부과, 이용자, 조사, 시정명령,
제재, 시정조치, 사업자, 과태료, 지원금, 단말기

⑥ 개인정보보호 정책

24,621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이용자, 국민, 이용자보호,
예정, 보호, 사업자, 인터넷윤리, 통신, 피해, 사이버, 온라인,
개인정보유출, 불법, 보호조치, 이용, 강화

⑦ 방송 허가 정책

21,939

방송, 허가, 심사, 평가, 승인, 의결, 지상파, 방송사업자, 평
가결과, 이행, 보도, 방송법, 방송평가, 종편, 결과, 심의, 방
송시장, 편성, 지역

⑧ 재난방송 정책

12,102

위치, 재난, 재난방송, 사업, 스팸, 사업자, 방문, 국민, 보호,
제공, 점검, 이메일, 격려, 하반기, 수신, 사업허가, 신속, 제
출, 상반기

⑨ 방송법 정책

18,322

방송, 방송법, 방송광고, 방송사업자, 사항, 규정, 일부, 내용,
고시, 일부개정안, 개정, 보고, 시행, 예정, 법률, 규제, 의결,
시청, 개정안

자료 : 김경훈, 이선희, 양수연, 오윤석, 송태민. (2017). ICT 정책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방안 연
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나. 2017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거복지 이슈 동향 분석
2013년 2017년 새 정부 출범 초기 추진과제에 대한 관심 정도 및 관련 이슈
를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들이 선정한 보건 분야의 5개 정책 이슈와 복지 분야
의 8개 정책 이슈(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노후소득보장, 아동인권, 복지전달
체계, 저출산, 사회서비스, 장애인권익)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형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복지 분야 주요 이슈 중 장애인관련 분석결
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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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 이슈에 대한 주요 키워드]116)
이슈

구
분

대분류

중분류

복
지

장애인
권익

장애등급 폐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이동권,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 차별

자료 : 오미애, 최현수, 송태민, 이상인, 천미경. (2017). “2017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애인 관련 부문 발췌

(a) 장애인 권익 관련 국가정책연구포털 노출
빈도 추이

(b) 장애인 권익 워드클라우드

자료 : 오미애, 최현수, 송태민, 이상인, 천미경. (2017). 2017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권익 관련 국가정책연구포털 노출 빈도 추이(a) 분석결과, 장애인 권
익 관련 이슈는 매년 1~2개의 연구가 수행되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 키
워드별로 보면, 2019년 전후론 장애연금, 2013년 이후에는 장애등급 폐지 관련
연구가 주로 수행 되었다. 2013년 장애인 권익 관련 키워드는 연금, 직업, 차별,
지원,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 삶 전반에 걸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정책

116) 오미애, 최현수, 송태민, 이상인, 천미경. (2017). 2017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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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이 있다. 2017년에는 연금, 개선, 인식, 지원 중심으로 장애인과 비장애
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의 정책 목표와 관련이 있다.
장애인 권익 워드클라우드(b) 분석결과, 2013년 장애인 권익 관련 이슈에서
는 도입, 발달, 취업, 연금, 중증장애인 단어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다 경로
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중증장애인 보호,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
애인연금 급여 인상,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와 관련이 있다. 2017년 장애인 권익
관련 이슈에서는 장애, 지원, 차별, 연금 인상, 등급 단어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
서 최다 경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장애인연금 인상과 장애등급
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격차 해소와 관련이 있다.

(2)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참여
분석사례들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데이터가 아닌,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결합
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
서 수요를 발굴하거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당사자의 참여(DisPark,
Wayfindr 사례) 동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ooch et al. (2018)는 빅데이터 활
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포괄하고 보다 나은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당사자의
참여, 인프라, 재원, 네트워크를 통합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측면에
서 볼 때 Wayfindr117), DisPark118)와 사례에서 장애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
고자 하는 노력은 본받을 점이다. 이들이 어떤 단계에서 참여하고, 어떠한 방식으
로 참여가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장애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117) Wayfindr는 시력장애인을 위한 실내 신호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로, 프로젝트 진행시 몇 가지 실험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 점을 확인하고, 그들과 함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참고) 보
고서 2장 3절의 해외사례
118) DisPark는 장애인 주차장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로, 장애인 주차와 관련한 문제를 가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였다. (참고) 보고서 2장 3절의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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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및 시사점

빅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매킨지, IDC, 가트너가 언급한 개념
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3Vs는 현재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복잡성, 가치, 정확성이 추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 보면 Boyd and Crawford (2011)가
말한 것과 같이 “빅데이터는 많은 정의들이 있으나, 매우 일반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재호, 2013 재인용). 왜냐하면 빅데이터에 대해 명확히 정의된 적이 없고,
그 범위 또한 넓으면서도 애매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de Goes, 2013; Harford,
2014; Roxanne. C., 2016). 이에 이재오(2016)의 견해와 같이 기존에 언급된 특성만
으로 일률적으로 빅데이터를 일반화하여 정의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아
마도 이러한 이유로 빅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별로 분야별
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데이터의 양과 종류와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빅데이터
와 그냥 데이터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빅데이터의 특징이라 일컬어졌던 3V(또는 4V 또는 5V) 기술적
측면으로 간주 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많고 적음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크기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빅데이터 라는 것은 상황적 맥락을 이해·파악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다.119)
결국 빅데이터는 규모가 큰 데이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빅데이터는 일종
에 네트워크화된 데이터, 정보간의 연계가 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빅데이터의 가치는 아주 작은 데이터로 부터 시작하여 개인의 데이터, 몇몇 사
람들의 데이터, 그룹의 데이터, 사회의 데이터가 모두 연결이 되고 연관성을 가질
때 가치를 가진다 (Boyd and Crawford, 2011)120). 이러한 이유로 빅데이터는 처음
부터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라지브 닐슨의 주장처럼 자료의 취급과정이 더욱

119) 본 문단은 장애분야 빅데이터의 범위 및 정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데이터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한 자문회의
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120) 「이재호 (2013). 정부 3.0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행정연구원.」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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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며, 어떤 주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결합하고, 새로운 형식의
자료를 생성하고, 그리고 자료 더미 안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
여 해석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여 진다. 종합해보면 문유경 외(2016)이
말한 것과 같이 이런 과정으로 부터 결과를 얻었을 때 빅데이터를 활용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현재로서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규모에
만 초점을 두고 그러한 데이터로만 접근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을 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넓은 측면으로 데이터를 바라보고 데이터를 토대로 “상
황을 인식하고 이전 보다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전체적 상황을 데이터로 먼저 살펴보고, 현상(즉
상황)을 이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는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을 찾는 데에도 활용 가능하다 (강만모 외,
2012; 임재규 외, 2014).121) 결과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속적 관심 증대는
빅데이터의 이러한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은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의 결합
으로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문제를 탐색하고 수행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이
유로 빅데이터의 활용은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파악하
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비춰볼 때 원천자료 자체만을 빅
데이터로 정의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장애분야에 어떤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어떤 데이터
까지 포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다양
한 기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122)
앞서 살펴본 사례를 토대로 장애분야에 빅데이터를 적용해 보면, 장애인 복지카
드 사용 내역, 장애인콜택시 접수 데이터, 차량 운행 데이터, 신고민원 데이터 등이
장애분야 빅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빅데이터는 국내외 사례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천자료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재
가공 될 수 있을 것이다.

121) 임재규, 김종익. (2014). 에너지부문 빅데이터 활용사례 조사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22) 본 문단은 장애분야 빅데이터의 범위 및 정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데이터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한 자문회의
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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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3V 측면에서 장애분야 빅데이터
특징

장애분야 데이터(예시)

크기(Volume) : 테라바이트 또는
그 이상의 크기를 가짐

·GPS, 각종 센서, SNS 등에서 생성된 대용량 데이터
·복지카드 사용 내역
·장애인 유동인구 데이터

속도(Velopcity) : 데이터의
생성에서 유통, 활용까지 빠른 전파
속도

·장애인콜접수 데이터
·장애인 차량 운행 데이터

다양성(Variety) : 크기 및 내용이
다양한 비정형의 데이터

·텍스트,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
·신고민원 데이터
·뉴스, 신문기사 데이터

자료 : 이석주, 연지윤, 천승훈 (2013).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정책 개발 및 활용성 증대방안 참고하여, 본장
의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분석함

Ⅱ.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연구

51

Ⅲ. 장애분야 빅데이터의 정의와 종류

1

장애분야 빅데이터의 정의 및 범위

앞장 논의를 종합해 보면 빅데이터의 정의와 범위는 일괄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형식의 대용량 데이터, 흔히 3V, 4V 또는 5V 의미를 갖는
데이터에서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의미
가 확대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2014; 이지영, 2015에서 재인용).123)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정의는 연구자별로 분야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빅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
는 무엇인가 대한 파악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애분야의 경우 관련 데
이터가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수집·축적되고 있음에도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어
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는 빅데이터 분석시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들이 존재하는지, 데이터를 실
제로 접근·활용 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인지를 알 수 없
게 만든다.
그렇다면 장애분야에서는 어떤 성격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봐야 할 것인가? 그
리고, 현재 수집·축적되고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지, 데이터들은 어떤 형태로 존재
하며, 어느 기관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활용 가능성은 어떠한가? 이러한 맥락
에서, 장애분야 빅데이터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23) 이지영. (2015). 빅데이터의 국가통계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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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개요

빅데이터는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에 기반한 일종에 네트워크된 데이터이다. 여
러 기관에서 생산․수집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중에서 장애관련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11종124)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 시점에 파악된 조사통계는 10종이다.
그러나 이들 뿐만 아니라 장애관련 문항을 포괄할 수 있다면 장애관련 정보를 생산
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 외에도 정책적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아니었지만, 최근 공공데이터 개방의 일환으로 구축․개방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연구DB, 뉴스빅카인즈 DB 등도 장애관련 정보를 포함
하고 있어 장애분야 빅데이터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장애관련 정
보를 포함하여, 장애분야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를 살펴보고, 장애
관련 어떠한 정보를 포함하고, 어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자료의 제공 형태
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국가승인통계
(1) 개요
국가승인통계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조사되는 공식통계이다. 이들 통계의 성격
상 다른 데이터들과 결합하거나 또는 이들로부터 생산되는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
에 있어서의 기본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체만으로도 정책지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의 경우 동일한 주제의
행정자료나 기타 자료들의 연계가 새로운 데이터로 생산될 때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유경 외, 2016)125). 이는 단순히 규모면에서의 빅데이터, 다양
한 형식의 대용량 데이터 흔히 3V, 4V 또는 5V로 일컬어지는 데이터 측면으로만
엄격하게 정의되는 것이 아닌, 데이터 집적에 상당한 비용과 관리가 투입되고, 데이
124) 미디어생활 (2018.11.21.) 장애인 건강권 보장 위해 공공 빅데이터 구축 시급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1)
125) 문유경 외. (2016).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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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자체의 가치와 타 데이터와의 연계를 토대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데이터
(행정자치부, 2014; 이지영, 2015; 이연희, 2015)126)까지로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승인통계는 다양한 데이터와의 연계(data linkage)127)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데이터 이며, 장기간 체계적으로 생산·관리되면서 상
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빅데이터로 정의할 수 있
으며, 활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박근화, 2018; 문유경 외, 2016). 이는 경우에 따
란 작은 규모의 데이터 일 수 있지만 데이터 연계(data linkage)를 통해 데이터 규모
역시 커질 수 있는 데이터이기도 하다(박근화, 2018). 적은 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도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찾으려 노력 하는 이유가 바로 다양한
데이터 연계 때문이다(박근화, 2018). 데이터 연계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의 연구범
위를 벗어나며, 또 다른 연구 분야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즉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데이터 연계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
성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연계를 통해 단일 데
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빅데이터를 중요하
게 여기고, 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것이다. 데이터의 규모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여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것은 조사자료-행정자료와의 연계, 조사자료-조사자료 연계 등을 통해 가능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여가활동조사(조사자료)와 문화향수실태조사(조사자료)
와의 연계를 활용한 문화적 자본과 여가활동 간의 관계분석, 국민여가활동조사(조
사자료)와 의료패널(조사자료) 연계를 통한 여가활동의 건강효과 분석(박근화,
2018), 표본코호트DB(행정자료)와 생활시간조사(조사자료)와의 연계(임찬수, 2016)
126) 이지영. (2015). 빅데이터의 국가통계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이연희. (2015). 보건복
지분야 공공 빅데이터의 활용과 과제. 보건사회연구원.
127) 주1) 데이터 연계(data linkage)에는 정확 연계, 판단 연계, 확률적 연계, 통계적 연계, 데이터 연결이 있
다. (출처) 이영섭 외. (2007). 통계조사 자료와 행정 자료간의 통계적 연계 기법에 관한 연구. 박근
화. (2018)에서 재인용.
주2) 데이터 연계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며, 또 다른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서는 다루지 않는다. 데이터 연계에 대한 사례로는「박근화. (2018). 문화·체육·관광 데이터 연계를 통
한 빅데이터 생산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변종석 외. (2013). 다양한 출처 자료 처
리 및 통계 생산방안 연구. 통계개발원 연구용역.; 정미옥. (2014). 사회조사 자료연계 방법 연구. 통
계개발원 연구보고서.; 임찬수, 최재혁, 김경미. (2016). 표본코호트DB(국민건강보험)와 조사자료(통계
청)의 자료연계에 따른 심층분석. 통계개발원.; 심규호, 박시내. (2010). 통계이용 활성화를 위한 2차
자료 생산·활용 방안 연구. 통계개발원 연구용역.; 이영섭 외. (2007). 통계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자료매칭기법 연구. 통계개발원 연구용역.」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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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생산되고 있는 데이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국가승인통계(조사통계) 중 조사단위가 개인(가구)인 120개128) 조사를 검
토하였다. 장애관련 문항을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조사 48개(장애
인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10개129) 조사 포함) 조사에 대하여 이들이 수집하는 장
애정보는 무엇이고, 원자료는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확보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들은 장애관련 사항을 조사목적으로 하여 조사대상이 장애인인 조사, 장애
관련 사항이 조사목적은 아니지만 장애인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장애관련 직접조
사 문항이 있는 조사, 그리고 간접조사 문항이 있는 조사가 있다. 예를 들어 조사문
항에 장애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장애수당을 묻거나 장애로 인한 어려움
을 묻는 등 간접조사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사를 의미한다. 후자의 두 종류 조사
를 그 외 조사로 보고, 직접조사 문항이 있는 조사와, 간접조사 문항이 있는 조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 국가승인통계의 종류
ⅰ. 장애인 관련 조사
장애관련 사항이 조사목적이면서, 조사대상이 장애인인 조사는 다음과 같다. 분
야는 통계청의 분류로 통계작성 분야를 의미한다.

구분

통계명

분야

작성기관(통계작성 체계)

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28) 국가승인통계 리스트 1,144개 중 조사대상자가 가구 또는 개인으로 작성형태가 조사통계인 전국단위 조사
로 파악된 120개 조사를 검토하였다. 이 중 조사명에 장애인이 포함된 조사는 5개 이다 :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장애인삶패널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pi/2/1/index.action, 자료 다운일 : 2019.6.3.).
129) 조사대상이 기업체 및 기타인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장애인생활체육실태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특수교육실태조사와 한국수어활용조사까지 관련조사는 10개인 것으로 파악된다. (접
속일 : 2019.6.3.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pi/2/1/index.action)
130) 장애인삶패널조사는 2018년 9월 6일(제438001호) 통계작성 승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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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계명

분야

작성기관(통계작성 체계)

4

특수교육실태조사

교육

국립특수교육원

5

장애인기업실태조사

기업경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부

6

장애인실태조사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7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복지

보건복지부

8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복지

대한장애인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

9

장애인삶패널조사130)

복지

한국장애인개발원

10

한국수어활용조사

복지

국립국어원→문화체육관광부

ii. 그 외 조사
그 외 조사는 장애관련 사항이 조사목적은 아니지만, 장애인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장애유형, 등록장애유무 등을 조사하는 장애관련 직접조사 문항이 있는 조사
와 간접적으로 조사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사로 구분하였다.

1 장애 관련 직접조사
- 조사문항 + 추가적인 관련 문항
다음은 장애여부, 유형 등 장애 특성을 직접 조사하고, 장애관련 추가문항이 있
는 조사들이다.

구분

통계명

분야

내용

작성기관
(통계작성 체계)

11

청년패널조사

고용

장애유무, 장애인공단에서의 직업훈련, 결혼의향에서 장애
유무

한국고용정보원

12 한국노동패널조사 고용

장애연금,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 장애인이 응답할
수 있는 문항 별도 있음(미취업자20번), 육체적 제약 유무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의료패널조사 보건 장애등급판정유무, 등록여부, 장애유형
14

국민노후보장패널
신체적 건강상태, 장애진단여부, 진단시점, 장애종류, 원
복지
인, 경제활동상태, 등록기관, 장애등급
조사

15 국민생활실태조사 복지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장애종류, 장애등급, 근로능력정도, 무능력사유, 만성질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수당 및 연금 수령액
보건복지부

고령화연구패널
장애판정여부, 장애등급, 장애인연금, 연금관련 별도문항
복지
(수량기간, 월평균금액, 연총액)
조사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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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계명

분야

내용

작성기관
(통계작성 체계)

17

노숙인등의
실태조사

복지

장애등록여부, 장애등급, 유형, 중복장애여부, 장애인시설
거주유형, 장애인지원서비스 이용여부 및 만족도

보건복지부

18 산재보험패널조사 복지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부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이용
여부, 경제활동상태(장애)

근로복지연구원

19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

장애종류, 장애등급, 장애인가구 복지서비스 이용문항 있
음, 장애원인 및 상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

가족실태조사

21

사회조사

장애인카드유무, 여가시간이 부족한 이유(돌봐야하는 장애
사회 인이 있어서),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다(예/아니요), 출산
기피이유(장애 등 유전에 대한 우려)
사회 복지카드유무, 자살충동이유(장애)

여성가족부
통계청

– 개인 및 가구 특성으로 조사
다음은 장애여부에 대해서만 개인 및 가구 특성문항으로 조사하는 조사이다.

구분

통계명

분야

내용

22

가계금융·
가계소비
장애여부, 장애수당
복지조사(패널) (소득)

23

농어업인복지
실태조사

작성기관
(통계작성 체계)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농림

장애유무, 중증경증, 장애가 있는 가구원 문항 있음

농촌진흥청

24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

장애여부 및 장애등록여부, 장애유형, 장애등급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
체육관광부

25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

장애여부 및 장애등록여부, 장애유형, 장애등급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
체육관광부

26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

장애로 인한 제한 유무, 원인(장애유형),장애관련증상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7

보육실태조사

복지

장애유무, 증개축공사이유(장애아시설), 장애아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28

사회서비스수요
공급실태조사

복지

장애여부, 만성질환, 주관적 건강상태, 등록장애인
가구원수, 돌봄욕구

29

서울시도시정책
지표조사

사회

장애여부

서울시

30 가정폭력실태조사

사회

장애여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31

성폭력실태조사

사회

장애유무, 장애유형

여성가족부

32

디지털정보
격차실태조사

정보통신 장애유형, 장애등급, 발생시기

한국정보화진흥원→과학기술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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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
복지부

구분
33

통계명

분야

작성기관
(통계작성 체계)

내용

한국정보화진흥원→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스마트폰
정보통신 등록장애인여부, 장애유형
과의존실태조사

34

주거실태조사

주택

장애여부(중증/경증), 장애수당,

35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복지

장애여부(가구조사)

36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

사회

복지카드유무(가구조사)

37 아동종합실태조사

사회

장애유형, 등급(가구조사),아동의 질병(장애)

38 여성가족패널조사

사회

가구원 중 장애 또는 장기요양환주 유무

사회

장애인복지카드유무(가구조사)

39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
복지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청 통계대행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 장애 관련 간접조사
다음은 장애관련 간접조사 문항을 포함하는 조사로 조사문항에 장애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장애수당을 묻거나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묻는
등 간접조사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사이다.

구분

내용

작성기관
(통계작성 체계)

통계명

분야

40

생활시간조사

사회

돌봄필요사유(장애)

통계청

41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활동제약자 조사

통계청

42

재정패널조사

43

여성농업인실태조사

농림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 구성원 중 장애인 존
재유무, 돌보는 사람

농림축산식품부

44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

고용

시간제근로희망이유, 장애나 육체적 제약 유무, 구
직활동 중 장애유무, 이직준비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 등 직업과 관련하여 조사

한국고용정보원

45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농림

장애진단명, 장애로 인한 제한정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46

산후조리실태조사

보건

조리원 이용하지 않은 이유(장애아 유무, 비독립문항)

가계소비 장애수당, 장애연금유형, 장애관련 의식(축소할 영
한국조제재정연구원
(소득) 역, 확대할 영역)

통계청(조사대행)→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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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기관
(통계작성 체계)

구분

통계명

분야

47

전국출산력및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복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장애가족, 본인장애, 배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 기타)

48

근로환경조사

사회

차별원인(장애로 인한), 돌봄시간(장애가족)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i. 장애인 관련 조사
①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승인번호 제383004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조사주기 : 1년)
∙ 장애인의 경제활동 즉,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장애인력 자
원의 규모와 경제활동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조사목적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 등의 정보를 장애인의 주요한 특성별로 생산, 분석하여 장애
인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내용
원자료

∙ 설문항목은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판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서비스욕구, 가구정보, 취업자 및 고용서비스 욕구로 구성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https://edi.kead.or.kr/Index.do)
∙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조사문항

조사문항
131)

131)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조사지침서.
(https://edi.kead.or.kr/BoardType17.do?bid=35&mid=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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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2010년 도입된 이후,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에 따라 장애인경제활동조사를 통
한 장애인 고용정책 수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는 매년 실시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개 법정 장애유형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
고 있는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이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판별하
고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별로 속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CAPI를 조사방법
으로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132)

②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승인번호 제383002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조사주기 : 1년)
조사목적

∙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장애인고용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기본조사: 기업체명, 주사업내용,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구분 등
조사내용 ∙ 심층조사: 근로자현황, 모집과 채용, 업무특성 및 노무관리, 업무환경, 교육훈련, 장
애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고용서비스 이용 및 욕구, 고용서비스 이용 및 욕구 등
원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https://edi.kead.or.kr/Index.do)
∙ 2018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_기본조사

조사문항
133)

1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3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조사표: 기본조사표, 심층고용조사표.
(http://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orgId=383&confmNo=383002&kosis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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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나. 조사일반현황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장애인 노동시장 수요와 고용환경 개선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고용정책 수립의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본 조사는 2000년 장애인 근
로자 실태조사의 명칭으로 실시되어, 2008년부터는 2년 주기 조사로 변경(기존 5년
주기 조사)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1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134)

13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

64

장애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③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승인번호 제383003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조사주기 : 1년)
∙ 장애인의 노동시장(일자리) 이동과정(입직·이동·은퇴), 고용패턴 및 선호의 변화 등
장애인 경제활동 관련 전반적인 기초 통계를 생산하고, 직업에 영향을 주고받는 내·
조사목적
외부 환경요인을 규명하여 합리적인 장애인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제공
∙ 경제활동상태 판별 로직에 따라 질문 문항 구분

조사내용

주) 2016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1차조사) 구조
원자료

∙ https://edi.kead.or.kr/Index.do
∙ 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3차조사)

조사문항
135)

13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조사표: 2차웨이브 3차조사.
(http://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orgId=383&confmNo=383002&kosis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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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제도, 인식 등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서도 많은 수의 장애
인이 여전히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장애인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에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136) 장애인고용패널(1차웨이
브) 1차 조사는 2008년 시작되었다. 기존 패널 노후화로 2016년에는 2차 웨이브가
구축 되었다. 조사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15개 법정 장애유형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만 15세~64세의 등록장애인 약 5,000명이며, 조사방법은 태블
릿PC를 이용한 대인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137)

④ 특수교육실태조사 (승인번호 제154016호)
가.구분
개요

내용

작성기관 ∙ 국립특수교육원(조사주기 : 3년)
조사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기관, 관계자 만족도 등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특수교육대
상자의 수용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정책을 비롯한 특수교육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

∙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생활 상태에 대해 다각적인 분야에서 조사를 수행하고자함
조사내용 ∙ 일반 사항, 주거 및 생활, 교육 및 훈련, 직업, 진학, 여가활동, 생활만족도 등 7개
부문으로 분류(2018년 기준)

13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통계정보보고서.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
13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38) 국립특수교육원. (2017). 2017년 특수교육 실태조사 검토용 조사표.
http://www.nise.go.kr/boardCnts/list.do?boardID=355&m=010504&s=n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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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https://mdis.kostat.go.kr/search/classificationItem.do?extcTypeDivCD=T&c
urMenuNo=UI_POR_P1048

원자료

∙ 2018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조사문항
138)

∙ 2017년 특수교육 실태조사 본조사 이전 예비조사를 통해 졸업 후 장애학생 생활실
태 조사를 실시
∙ 2018년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2014년 구축한 패널 중 2018년 2월 졸업생을 대상
으로 전수조사 실시, 조사명은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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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국립특수교육원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제13조(특
수교육실태조사)에 의거 특수교육실태조사(3년)139)를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 특
수교육기관, 관계자 만족도 등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용계획, 특수교육교원의 수급정책을 비롯한 특수교육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다.140)
2008년 국가승인통계로의 특수교육 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되었으며, 2014년에는
동일한 조사대상자의 역량 및 생활상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특수교육의 성
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횡단과 패널의 분석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조사가 재
설계되었다.141)
실제 종단연구의 대상자는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본 연구에서 표집된 학생들이
지만 이 학생들의 교육적 역량변화를 살펴보고 조사에 실제로 참여하는 대상은 표
집된 학생들과 관련된 보호자, 교사, 관리자이다. 따라서 보호자는 고정패널, 교사
와 관리자는 유동패널 이다.
2018년 특수교육실태조사에서는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생활 상태에 대해 다
각적인 분야에서 조사를 수행하고자 2017년 특수교육 실태조사 조사표를 수정하여
일반 사항, 주거 및 생활, 교육 및 훈련, 직업, 진학, 여가활동, 생활만족도 등 7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표를 수
정하여, 이전에 실시하지 못했던 졸업 후 장애학생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142)
2018년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2014년에 구축한 조사패널 중 2018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조사의 명칭은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이다. 이 명칭은 2017년에 실시한 특수교육 실태조사 중에서 졸업생을 대상으
로 실시한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와 동일하지만 조사대상의 정의, 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자료 수집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43)

139)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2001년 이후 특수교육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매년 법적 조사 부문별로 1~2
종이 수행되었으며, 조사주기는 5년이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조사주기는 3년으
로 단축되었다.
140) 국립특수교육원. (2008). 특수교육 실태조사.
141) 패널관리 보고서. (2015) 국립특수교육원.
142) 국립특수교육원. (2018).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조사.
143) 통계조사의 명칭만을 보면 두 조사가 동일하여 매년 실시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2018).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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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승인번호 제142014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중소벤처기업부(조사주기 : 2년)
∙ 장애인기업의 일반사항, 재무상황, 창업사항 등 전반적 실태 파악을 통해 장애인기
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조사목적
∙ 장애인기업에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함에 따라 장애인기
업 운영환경 변화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신속한 정책마련

조사내용

∙ 기업체 일반현황(기업체개요, 대표자개요, 조직형태, 혁신형기업유형, 조달가점인증,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인증, 기업체업종), 창업관련 사항, 종사자 수 관련 사항,
재무관련 사항, 경영활동 사항, 공공기관 납품 관련 사항, 기업정책 관련 사항

∙ https://mdis.kostat.go.kr/search/classificationItem.do?extcTypeDivCD=T&c
urMenuNo=UI_POR_P1048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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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2017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 대표자 개요

조사문항
144)

∙ 2017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정책 관련 문항

144)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17). 2017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조사표.
(http://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orgId=142&confmNo=142014&kosis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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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145)
장애인기업실태조사는 2005년 제정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7조에 의거하여
장애인기업의 경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는 2년 주기의 조사이다. 이를 통해 장애
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 활동 종합대책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장
애인기업에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함에 따라 장애인기업
운영환경 변화를 파악한 정책마련에 조사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장애인기업이
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146)에 의거한 한 장애인기업을 의미하며, 본 조사의
대상은 장애인이 대표자인 장애인 기업체를 장애인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⑥ 장애인실태조사 (승인번호 제117032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조사주기 : 3년)
조사목적

∙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및 장애특성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복지욕구·복지서비스 수혜
실태 등을 파악함으로써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내용

∙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가구소득 등
∙ 장애인 심층조사: 법정 15개 장애유형별로 조사문항 구성

원자료

조사문항
147)

∙ 보건복지데이터포털(https://data.kihasa.re.kr/microdata/request/micro_list.jsp)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 원인 관련 문항

145)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17). 2017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조사원 지침서.
146) 가.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한다.)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함
나.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비율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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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나. 조사일반현황148)
장애인실태조사는 1990년부터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및 장애특성을 파악하고, 장
애인의 복지욕구‧복지욕구‧복지서비스 수혜 실태 등을 파악함으로써 장애인복지정
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1990년 최초 작성되어 3년 주기
로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 목표모집단 정의는 등록장애인에 국한하지 않고 미등록이나 장애상
태에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14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표: 장애인심층조사표.
https://data.kihasa.re.kr/micro/subject_view.jsp?grp_seq=719&project_seq=779
148)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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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다. 조사항목은 가구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와 장애유
형 장애특성에 관한 장애인 심층조사로 나뉜다.

⑦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승인번호 제117035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보건복지부(조사주기 : 5년)
조사목적

∙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현황과 건물유형별 및 지역별 설치율
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편의시설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조사내용

∙ 편의시설별 조사항목으로 조사. 편의시설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
설, 기타시설 5종으로 대분류

원자료

∙ 미제공149)
∙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문항

조사문항
150)

14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곳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보통 이
용자들의 마이크로데이터 수요가 없어 제공하지 않는다. (출처) 통계청. (2016).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
사 통계정보보고서.
150)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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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본 조사는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5년 주기) 실시되고 있다. 목표모집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이다. 대상시설은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로 나뉘며 대상시설
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에 따라 22개의 대분류, 72개의 소분류로 분류된다.
조사방법은 시군구 단위의 선발된 조사원이 대상시설에 방문하여 해당시설의 편의
시설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다.151)

⑧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승인번호 제113020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대한장애인체육회 → 문화체육관광부(조사주기 : 1년)
조사목적

∙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현황, 체육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
하여 생활체육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기본정보: 성별, 연령, 거주지역, 장애유형, 장애등급, 직업, 가구, 월평균소득, 응답
자구분
∙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실태: 최근 1년간 운동실시 여부, 운동장소 등
조사내용
∙ 장애인 생활체육 비실행 실태: 운동시작의사, 희망운동 등
∙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정보 경로, 지도자 필요도 등
∙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인식: 필요한 편의시설, 기타의견 등

151) (출처) 복지복지부. (2016).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 매개시설: 대상 건출물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현관)까지 이르는 경로
에 설치된 편의시설
∘ 내부시설: 건물 내부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의미하며 주출입문,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휠체어리프
트, 경사로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
∘ 위생시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화장실에 설치된 편의시설
∘ 안내시설: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치된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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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MDIS

원자료

∙ 2017년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문항

조사문항
152)

152) 대한장애인체육회. (2017).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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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2007년 최초 작성 되었으며,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실태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국 등록장애인을 목표모집단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응답가능한
연령인 만10세 이상 69세 미만인자를 조사모집단으로 한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
지를 통한 전화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장애유형에 따라 조사 방법을 다각화하
고 있다.153)

⑨ 장애인삶패널조사 (승인번호 제438001호)154)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조사주기 : 1년)
조사목적

조사내용

∙ 장애인의 장애 발생 이후 장애수용 과정과 사회관계 속에서 겪는 변화를 추적하고,
이러한 변화를 개인·가족·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체계적 종단면
자료를 구축하여 장애인 정책 수립 지원시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주요 조사 영역

세부 포함 내용

장애수용 및 변화

장애수용, 심리상태, 사회관계 경제상황, 주거, 일반현황 등

건강ㆍ의료

건강, 의료서비스, 안전

자립

일상생활, 여가활동, 자립생활, 교육, 고용(취업)

사회참여

장애관련서비스, 인권, 결혼생활 및 성, 노후, 삶의 만족도

나. 조사일반현황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조사주기는 1년으로, 장애 발생에 따른 장애수용 과정과 사
회관계 속에서 겪는 변화에 대해서 개인·가족·사회적 요인의 동태를 파악 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155)
153) 문화체육관광부(2017).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154) 「강정배 외. (2017). 장애인패널 예비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155)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장애등록 이후 삶의 변화(장애수용, 사회복귀, 가족구조 등)를 파악하고, 삶과 관련된
일상생활, 소득수준, 건강실태, 복지욕구, 사회참여 등의 탐색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에 필요
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개인·가족·사회적 관점에서 장애 발생에 따른 장애수용과정과 사회관계의
변화 등을 탐색하고, 장애수용 및 변화, 건강·의료, 일상생활 등의 이해를 통해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과
정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출처) 강정배 외. (2017). 장애인패널 예비조사. 한
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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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애 발생에 따른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 종단자료의 구
축을 목표로 2018년 패널구축 및 1차 년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삶 패널조
사는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
호 : 제438001호)156)이다.
조사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으로 같은 법 제 32조에 의
거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보건복지부 장애등록한 등록장애
인(단,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제외)과 그들의 가구원이다.

⑩ 한국수어활용조사 (승인번호 제113022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국립국어원 → 문화체육관광부(조사주기 : 3년)

조사목적

∙ 한국수화언어법 제9조 및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추진하는 실태 조
사로 한국수어 정책을 추진을 위한 기초 통계 자료 확보

조사내용

∙ 의사소통·일상생활·교육·의료·직업·방송 및 인터넷에서의 한국 수어 사용 실태,
한국수어 및 농문화·농정체성에 대한 인식

원자료

∙ 미제공
∙ 2017년 한국수어활용조사 문항

조사문항
157)

156) 통계작성승인일 : 2018.09.06.
157)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2017). 한국수어활용조사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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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2017년 한국수어활용조사 의사소통 문항

나. 조사일반현황
한국수어활용조사는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이후 2017년 첫 시행되었다.
농인의 언어권 및 삶과 인식 등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수어발전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의 목적을 갖는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유형 중 청각 장애 1-3등급에 해당하는 20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으로,
2017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 DB를 표본추출틀로 이용하고 있다. 표본규모는
500명이며158), 조사대상자가 농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동영상으로 설문
내용을 제작하고 수어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159)

158) 이대섭 외 (2017). 2017년 한국수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15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한국수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2018.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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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 관련 직접조사-조사문항 + 추가적인 관련 문항
ⅱ. 그 외 조사 : □

⑪ 청년패널조사(승인번호 제327005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고용정보원(조사주기 : 1년)
조사목적

∙ 만 15~29세(2007년 기준) 청년층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및 노동시장경로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안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를 생산하고 심층분석을 통한 정책개발 지원 목적

∙ 설문항목은 partA~partH 영역으로 구성
∙ 주요내용은 학교생활, 경제활동상태, 경험일자리, 시험준비·직업훈련·자격증·직장체
조사내용
험훈련, 사교육·취업사교육·해외연수, 진로지도·예상진로·진로발달·구직동기, 가구배
경, 기타
원자료

∙ 고용조사분석시스템 (https://survey.keis.or.kr/)
∙ 청년패널조사(1~11차 통합설문지) 장애 관련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160)

160)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18). 2007 1-11차 조사 통합설문지.
(https://survey.keis.or.kr/yp/ypque/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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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청년패널조사(YP2001)는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를 실업 해소를 위해 2001년 인적
자원개발회의의 후속조치 사업의 하나로 시작되어 2006년까지 추적조사가 실시되
었다. 2007년161)을 기점으로 새로운 패널이 구축되었는데, 이는 기존 패널의 연령
증가에 따라 패널을 보완하고 현 청년 노동시장 및 학교생활의 대표통계를 제공하
고자 함이었다. 이후 조사자료의 품질향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편된 설문구조
의 조사가 2012년부터 실시 되었다162). 청년패널조사는 10여년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으며,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과정과 노동시장 경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로 청년과 관련된 여러 측면의 현황 및 주제들에 대해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163)

⑫ 한국노동패널조사 (승인번호 제336001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노동연구원(조사주기 : 1년)
조사목적

∙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시장 이동 및 성과를 장기간 추적 조사하여 동태적으
로 파악함으로써 횡단면 자료만으로 불가능한 심도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
∙
조사내용 ∙
∙
∙
∙

조사표는 크게 가구용과 개인용으로 구분
가구용(인적사항, 경제적 교류 관련 사항, 주거 관련 사항 등)
유형1, 2, 5, 6(사회보험 가입여부, 일자리 형태 및 규모 등)
유형3, 4, 7, 8(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근로시간 등)
취업자 개인(경제활동상태, 고용상의 특성 등)
미취업자 개인(경제활동상태, 교육 및 직업훈련 등)
교육력, 혼인력, 출산력 등 개인별 1회 조사(차수별 항목 상이)

161) 2007년 당시 만15~29세를 대표하는 표본에 대해 매년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로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패널조사이다. (출처) 황광훈(2018). 청년취업자의 주
관적 미스매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 산업노동연구, 24(2), 181-214.
162) 한국고용정보원. (2018). 청년패널조사 통계정보보고서.
163) 황광훈. (2018). 청년취업자의 주관적 미스매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 산업노동연구,
24(2),
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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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자료

내용
∙ 한국노동패널조사
(https://www.kli.re.kr/klips/selectBbsNttList.do?bbsNo=41&key=149)
∙ 2018년 한국노동패널조사(가구용) 장애 관련 문항

2018년 한국노동패널조사(미취업자용) 장애 관련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164)

나. 조사일반현황165)
노동패널조사(제1차)는 1998년 도시가구 5,000가구 및 그 가구원을 대상으로 작
성되었으며, 2018년까지 총 21차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었다.166) 1차년도에 조사된
가구는 5,000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13,321명이었다.
10차년도 조사부터 연도별 상이한 구조를 가졌던 설문지의 종류와 자료 및 변수

164) 한국노동연구원. (2018). 한국노동패널조사 개인설문지: 가구용, 예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유형7, 유형8, 취업자, 미취업자, 신규용, 부가조사(고용형태).
(https://www.kli.re.kr/klips/selectBbsNttList.do?bbsNo=41&key=149)
165) 본 문단은「김유빈, 이지은, 최승주, 신선옥, 이혜정, 정현상. (2017). 제20차(2017)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
의 경제활동-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166) 통계청. (2018). 한국노동패널조사 통계정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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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통합하고, 재구조화하여 종단면 일치성을 갖도록 하였다. 개편된 자료는 크게
가구용 자료, 개인용 자료, 부가조사 자료, 그리고 직업력 자료로 나뉜다. 조사 방법
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⑬ 한국의료패널조사(승인번호 제920012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사주기 : 1년)
조사목적

∙ 보건의료 이용과 비용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추정하고, 의료전달시스템 및 보험체계
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대한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시행

조사내용

∙ 조사표는 가구용, 가구원으로 구분. 가구용에서는 가구일반사항, 부채 및 자산, 주
거, 임신 및 출산 등을 조사하며, 가구원은 건강생활습관, 삶의 질, 의료접근성 등을
조사

원자료

∙ 한국의료패널(https://www.khp.re.kr:444/web/data/data.do)
∙ 2017년 한국의료패널조사(가구용) 장애 관련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167)

16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 (2018). 2018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조사표: 가구, 가구원.
(https://www.khp.re.kr:444/web/data/board/list.do?bbsi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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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 KHP)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자료로 보건의료 이용과 비용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추
정하고 의료전달시스템 및 보험체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8년 1차년도 본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조사하고 있으며 소
득수준의 향상 및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의 보장성 강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급격
한 의료비 증가와 관련하여 적정 의료비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 수
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168)
2008년 표본가구로 선정된 7,866가구 중 일부가 이사, 조사거부 등으로 탈락하였
으며, 2017년 말 분가가구를 포함하여 총 6,607가구 18,130명이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다. 조사항목은 가구와 가구원으로 나뉘며, 가구는 일반사항, 경제활동
상태, 임신 및 출산 등을 조사하고 가구원은 건강생활습관, 삶의 질, 활동제한 등을
조사한다.169)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대상 가구원을 만나
조사를 진행하면서 응답내용을 CAPI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입력하는 면접조사
방식이다.

⑭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조사주기 : 승인번호 제32201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국민연금연구원(조사주기 : 2년)
조사목적

∙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 구축 목적

조사내용

∙ 본조사는 가구용, 개인용, 직업력 및 연금력 조사로 구분 시행
∙ 본조사 사이에는 노후와 관련한 부가조사 실시

168) 국민건강보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
16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의료패널조사 통계정보보고서; 국민건강보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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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원자료

∙ 국민노후보장패널(http://www.kreis.or.kr/)
∙ 제6차 국민노후보장패널 본조사 장애관련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170)

나. 조사일반현황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파악하여 노후소
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실시되
었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가구의 경제상황, 중·고령자의 고용현황 및 퇴직,
건강, 가족관계, 노후보장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는 종단면 조사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격년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본 조사 사이에는 부가조
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방법은 PAPI를 활용한 면접타계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170) 국민연금공단 (2017).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표(ver.6.1). (http://www.kreis.or.kr/)

84

장애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이는 조사 특성상 조사대상자에 노인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음에 특정 항목에 대한
응답 기피 발생 등의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171)

⑮ 국민생활실태조사 (승인번호 제117097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통계진흥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조사주기 : 3년)
조사목적

∙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로서 기초생활
보장제도 평가 및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
조사내용 ∙
∙
∙
원자료

국민생활실태조사와 가격조사로 구분
가구일반조사(일반사항, 생활비, 소득, 부채이자, 자산 등)
심층조사(사회복지제도 관련 인식,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장애인, 노인, 한부모(지출, 소득 및 장애인 관련 서비스)
4인가구(식품비, 주거비, 피복 및 신발, 의료비, 교육비 등)

∙ 보건복지데이터포털(https://data.kihasa.re.kr/index.jsp)172)
∙ 2015년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일반조사) 장애 관련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173)

171) 국민연금공단. (2017).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통계정보보고서.
172) 보건복지데이터포털(https://data.kihasa.re.kr/microdata/request/micro_list.jsp)
173) 보건복지부 (2016). 2015년 국민생활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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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2015년 국민생활실태조사(장애인조사) 장애 관련 문항

나. 조사일반현황
국민생활실태조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수급권자, 수
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최저생계비 계측 및 저소득층 욕구분석을
위해 전국단위 표본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국민생활실태조사는 일반 및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조사, 전물량·상대적·주관적 최저생계비 추
정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5년 조사는 국민생활실태조사,
4인 가구 심층조사, 가구유형별 대상조사(장애인, 노인, 한부모)174),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가구 조사 및 가격조사로 다섯 개 세부조사로 구성되어 있다.175) 가
구일반조사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심층조사는 모든 조사대상 가구의 공통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⑯ 고령화연구패널조사(승인번호 제33602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고용정보원(조사주기 : 2년)

174) 가구유형별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가구에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함께 거주할 경우 조사가 진행되
고, 편모 또는 편부와 자녀가 가구로 구성된 경우 한부모 가구로 조사되었다. 4인 가구 심층조사는 조사대
상 가구의 가구원 수가 4인일 경우 조사 진행되었다. (출처) 김태완 외. (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
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5) 김태완, 김문길, 김미곤, 여유진, 김현경, 임완섭, 정해식, 황도경, 김성아, 박형존, 윤시몬, 이주미, 신재동,
김선, 김은지, 김혜승, 우명숙, 윤상용, 이선우, 정재훈, 최민정. (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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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고령자의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삶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종단면 자료로
구축하여 생산 및 제공하고, 한국의 중고령자들에 대한 노동경제학, 재정, 사회학,
조사목적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건강, 가족관계, 심리학, 주거, 노년학 등에 관한 미시자료를
패널조사로 확보하여 정부의 중고령층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 및 관련한 다양한 분
야의 연구 기초자료를 제공
조사내용
원자료

∙ 조사항목은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과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 7개 영역으
로 약 3,000여개의 항목으로 구성
∙ 고용조사분석시스템(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1.jsp)
∙ 2017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장애 관련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176)

176) 한국고용정보원. (2016). 2016년 제6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설문지.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que/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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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고령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다각도로 포착하고, 여러 분야
학제적 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구축하여, 고령자 대상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선
진국과 비교 가능한 자료를 생산함으로서 고령화 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의 활
용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이다.177)
기본적인 조사주기는 2년 단위로 짝수 년에는 조사대상 패널을 대상으로 추가적
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홀수 년에는 기본조사에 포함되지 않거
나 정책적 수요가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조사의 주
제로는 직업력, 노후생활준비 및 일자리 지원정책, 고용상태 및 고용관련 제도, 생
애 일자리 및 노후생활, 중장년층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황 및 수요에 대한 조사
가 있었다.178)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사망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패널이 사망한
경우로 조사는 가족이나 친인척 및 이웃을 통해 사망 당시 건강상태나, 고용상태
및 자산규모 등에 대한 설문으로 진행된다. 조사방법은 CAPI를 활용한 대인면접 조
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기본조사의 응답내용이 참고 정보로 탑재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된다.

⑰ 노숙인등의실태조사 (승인번호 제117098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보건복지부(조사주기 : 5년)
조사목적

∙ 노숙인 등의 규모와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파악하고, 노숙인 등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위
한 정책 대안 수립의 기초자료

조사내용

∙ 거리노숙인(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 포함), 생활시설노숙인(자활, 재활, 요양), 쪽
방주민 3종 구분
∙ 공통사항(인구사회학적 특성, 노숙특성, 경제(자립), 주거, 의료, 네트워크, 서비스)

원자료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https://data.kihasa.re.kr/microdata/request/micro_list.jsp?WT.ac=top_menu)

177)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고령화연구패널.
178) 고령화연구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16,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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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2016년 노숙인등의실태조사(거리노숙인조사표) 장애 관련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 2016년 노숙인등의실태조사(시설노숙인조사표) 장애 관련 문항
179)

나. 조사일반현황
노숙인등의실태조사는「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와
제9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노숙인 등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 1차 일시
17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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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조사180)와, 2차 면접조사를 통해 노숙인 등의 생활실태 및 심리,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일시집계조사에서 집계된 노숙인 중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거
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한다.181)

⑱ 산재보험패널조사 (승인번호 제439001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근로복지연구원 (조사주기 : 1년)
조사목적

∙ 산재근로자를 추적 조사함으로써 장기적이며 동태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산재보험
제도의 정책 수립 및 운영과 발전에의 기여

조사내용

∙ 인적사항, 산재보상서비스, 현재 경제활동 판별, 현재 경제활동상태, 일자리 이력,
건강 및 삶의 질, 개인 소득, 가구 일반사항

원자료

∙ 근로복지연구원
(http://www.kcomwel.or.kr/Researchinstitute/lay1/S1T201C226/contents.do)
∙ 2016년 산재보험패널조사 산재보상서비스 장애 관련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182)

180) 일시집계조사(1차)는 지방자치단체 및 실태조사 추진단 회의를 거쳐 결정된 지역의 거리노숙인, 조사당일 노숙
인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서 숙박하는 노숙인, 쪽방상담소에서 파악한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조사지역, 시설명,
노숙인 등의 수, 성별, 연령대, 가족단위 노숙여부 등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출처) 이태진 외(2017). 2016년
도 노숙인등의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1)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등의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2)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8). 2018년 산재보험패널조사 이용자 안내서(2차 코호트 1차 조사).
(https://www.kcomwel.or.kr/Researchinstitute/lay1/bbs/S1T22C198/A/38/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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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2016년 산재보험패널조사 현재 경제활동 판별 장애 관련 조사

나. 조사일반현황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산업재해를 경험한 노동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 수
집을 위해 산재보험패널조사사업과 이를 통한 정책적 대안 연구를 위해 2013년부
터 실시되었다. 산재요양자의 요양 종결 후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표본을 교체
하고 있으며, 1차 코호트 조사는 2013-2017년까지 진행되었다. 1차 코호트의 조사
대상은 2012년도 요양종결 산재노동자이다. 2차 코호트 조사는 2018년부터 실시되
었다.183)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일대일면접조사로
진행되며, 조사대상자 본인에게 응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고 있다. 조사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방법이다.184)

183) 근로복지연구원 → 패널조사 → 조사소개
(https://www.kcomwel.or.kr/Researchinstitute/lay1/S1T20C187/contents.do)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연구원. (2018). 제5차 산재보험패널조사 이용자 안내서.
184)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연구원. (2018). 제5차 산재보험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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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한국복지패널조사(승인번호 제33109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사주기 : 1년)
조사목적

∙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정책의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

조사내용

∙ 조사영역은 크게 가구용, 가구원용으로 구분. 가구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경제활동
상태, 사회보험·퇴직금·개인연금 가입, 의료, 주거, 생활, 수득 등을 조사함
∙ 부가조사는 아동-복지인식-장애인 순으로 3년주기로 조사

원자료

∙ 한국복지패널(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
∙ 2018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 장애 관련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185)

18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18). 2018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조사표.
(https://www.koweps.re.kr:442/data/survey/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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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등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를 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를 생산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6년 처음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으
며, 저소득층의 복지 욕구 및 욕구를 적절히 조사하기 위해 2006년도에 조사 대상
가구로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 50%씩 추출하여 표본가구를 구축하였다.
조사주기는 1년 단위이며 3년 주기로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가조사는 아동복지인식-장애인 순이다.186)
조사표는 크게 가구용, 가구원용, 부가조사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조사표
는 가구원 공통 항목에 대한 내용으로 가구일반사항, 가계수지 및 생활실태, 경제활
동 상태, 건강 및 의료실태,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서비스 등과 관련된 18개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구원조사표는 사회보장제도, 근로상태, 생활실태 만족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생활습관, 정신건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가구
원용은 교육 개인사에 관한 영역이 추가되어 총 7개 영역을 조사하고 있다.187)188)

⑳ 가족실태조사 (승인번호 제15401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여성가족부(조사주기 : 5년)
조사목적

∙ 가족실태에 근거한 가족정책의 방향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건강가정기본계
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 가구구성원 명부, 가구대표용, 가구원용(3종)
∙ 공통사항(개인관련사항,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형성과 변화, 가족관계, 일,
조사내용
가족생활 및 노후준비, 정책에 대한 인식)
∙ 가구대표용(가족돌봄, 가구특성)

186) 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
187) 이현주·오미애·정은희·정해식·김현경·손창균·정익중·박형존(2017). 한국복지패널의 진단과 향후 개선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34.
188) 자세한 사항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참조할 수 있다. https://www.kowep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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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MDIS
∙ https://mdis.kostat.go.kr/search/classificationItem.do?extcTypeDivCD=T&c
urMenuNo=UI_POR_P1048

원자료

∙ 2015년 가족실태조사(가구대표용)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189)

∙ 2015년 가족실태조사(가구대표용) 여가 문항

18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http://www.mogef.go.kr/io/ind/io_ind_s044d.do?mid=info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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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가족실태조사는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국내 관련 조사들(인구주택총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생활시간조사, 가계금
융조사, 사회조사 등)과는 달리 젠더, 세대, 계층을 고려하여 가족 구성원들 간의
역할관계와 자원의 분배를 파악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분석을 도출하여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조사는 가족변
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의거 5년 단
위로 실시되고 있다.190) 2005년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0년 제2차 조사, 2015년
제3차 조사가 시행되었다. 제3차조사는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규모를 2차
조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조사대상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낮추었다.191)

㉑ 사회조사 (승인번호 제101018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통계청(조사주기 : 1년, 부문별 2년)

조사목적

∙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
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 파악. 보건, 복지, 교육, 가족 등 사회전반적인 국민의 의식
을 조사하여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거나 연구에 활용

조사내용

∙ 총 10개 부문(가족, 소득과소비, 노동, 교육, 보건, 환경, 복지, 문화와여가, 안전,
사회참여)
∙ 매년 5개 부문씩 조사(부문별 2년 주기)

190) 장혜경 외(2014). 제3차 가족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여성가족부.
191) 여성가족부(2017). 가족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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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MDIS192)

원자료

∙ 2018년 사회조사(가구주) 문항

장애관련
∙ 2018년 사회조사(가구원) 문항
조사문항
193)

192) 조사영역선택(사회조사) → 항목 선택 → 실행(추출) → 다운로드
(https://mdis.kostat.go.kr/search/classificationItem.do?extcTypeDivCD=T&curMenuNo=UI_POR_
P1048)
193) 통계청. (2018). 2018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kdzNPzjJ5yMJ:kostat.go.kr/portal/kor
ea/kor_nw/1/6/3/index.board+&cd=2&hl=ko&ct=clnk&gl=kr)

96

장애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나. 조사일반현황194)
사회조사는 1977년 한국의 사회지표의 주관적 지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실시되어, 사회지표의 개편과 사회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1987년 1차 개편, 1995년 2차 개편, 2004년 3차 개편되었다. 2008년에는 경제
활동인구조사 표본조사구 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의
표본 추출 및 부문별 2년 주기로 조사주기를 단축하고 조사명칭을 사회통계조사에
서 사회조사로 변경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응
답자가 희망하는 가구에 한하여 응답자 기입 및 인터넷 조사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1 장애 관련 직접조사 – 개인 및 가구 특성으로 조사
㉒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승인번호 제930001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조사주기 : 1년)
조사목적

∙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조사내용

∙ 금융부문(가구구성, 자산, 부채, 소득, 지출, 이사 또는 분가계획, 부가항목)
∙ 복지부문(가구구성,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노후생활)
∙ MDIS
∙ https://mdis.kostat.go.kr/search/classificationItem.do?extcTypeDivCD=T&cu
rMenuNo=UI_POR_P1048

원자료

194) 통계청. (2018). 사회조사 통계정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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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금융부문)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195)

∙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복지부문) 장애수당

나. 조사일반현황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의 활용을 목적으로 2006년부
터 실시하였다. 이는 2006년 5년주기 조사에서 2010년 1년주기 조사로 변경되었으
며, 가계자산조사(통계청), 가계신용조사(금융감독원), 가구패널조사(한국은행)를
통합하여 가계금융조사로 실시되었다. 이후, 표본을 재 설계하여(금융부문: 1만 가
구, 복지부문: 1만 가구) 2012년부터 패널조사를 실시(조사명 : 가계금융·복지조

195)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8).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표: 금융부문, 복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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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하였다. 2015년 부터는 전체 패널가구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패널그룹에
속한 가구가 5년간 조사에 참여하는 연동패널 설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2018년 조사부터 소득·비소비지출 관련 통계는 행정자료를 활용, 조사자료를 보완
한 결과로 작성하고 있다.196)

㉓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승인번호 제114037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농촌진흥청(조사주기 : 1년)
조사목적

∙ 농촌 과소화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농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어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시책 등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복지, 보건의료, 기초생활여건, 교육, 문화여가, 경제활동, 환경경관, 지
역공동체, 가구원정보 및 생활전반

원자료

∙ 미제공
∙ 2018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장애 관련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197)

196) 통계청.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정보보고서.
197) 국립농업과학원. (2018).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농촌진흥청 연구용역.
(http://203.241.55.164/ezpdf/customLayoutNew3.jsp?contentId=2F2F493A2F2F646C5F696D6167652F494D4
72F36322F2F3030303030303330363836392F534552564943452F3030303030303330363836395F30312E504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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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는 2004년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와 농어촌 주
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2000년 농촌생활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조사가 변경되고 개편되면서 2013년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1차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2018년 4차 종합조사가 실시
되었다.198) 농촌 과소화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농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시책 등을 마련하는데 기
초자료로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읍·면) 지역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조사하며, 중간년도는 부
문별로 조사하여 농어촌의 복지실태 상황 등에 관한 변화추이를 파악한다. 조사내
용은 복지, 보건의료, 기초생활여건, 교육, 문화여가, 경제활동, 환경경관, 지역공동
체, 가구원정보 및 생활전반으로 총 10개 부문이다.199)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조사표를 이용하여 설문응답을
받는 방문면접조사(PAPI) 방법을 사용한다. 현재 마이크로데이터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㉔ 국민여가활동조사 (승인번호 제113014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조사주기 : 2년)
조사목적

∙ 국민들이 여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여 정부의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내용

∙ 여가활동 참여실태, 평일 및 휴일 여가활동, 여가공간, 다양한 여가활동, 여가인식
및 만족도, 일반적 특성, 경제활동 사항

198)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2018, 통계청)
199) 농촌진흥청 보도자료(농어촌 복지만족도 5년 전보다 높아져,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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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원자료

∙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ACKIS)
http://policydb.kcti.re.kr/#/surveyNostalgia4?bbstypecd=3003012&poststatc
d=1400
∙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200)

출처)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조사표

나. 조사일반현황
국민여가활동조사는 국내 여가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수요에 미치는 활동
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2006년에
실시된 제1차 조사가 실시되었다.201) 조사는 15세 이상 국민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
여가 만족도 분석을 통해 국민여가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내용은 여가활동 참여 실태, 평일 및 휴일 여가 활동, 여가공간, 다양한 여가활
동, 여가인식 및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의 표본 수는 기존 3,000명에서 2012
년 5,000명, 2014년에는 총 10,000명으로 확대되었다.

2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https://policydb.kcti.re.kr/#/surveyLeisureDetail?bbstypecd=3003013&postno=200053&pageno=
1&searchopt=&search=&poststatcd=1200)
201) 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화향수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통계청. (2017). 국민여가활동조사 2017년 정
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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㉕ 문화향수실태조사 (승인번호 제113001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조사주기 : 2년)
조사목적

∙ 문화향수 및 문화의식, 문화활동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정
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내용

∙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실태, 문화관련활동,
역사문화 유적지 및 축제

원자료

∙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ACKIS)
http://policydb.kcti.re.kr/#/surveyNostalgia4?bbstypecd=3003012&poststatc
d=1400
∙ 20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장애 관련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202)

출처)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조사표 (해당 보고서내 수록)

나. 조사일반현황
문화향수실태조사는 국민의 문화 활동 향유의 필요성과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향유 경로와 방식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국민 문화향후 진흥을 도모 하고
자는 목적으로 1991년 통계작성 승인되어 실시되고 있다. 2008년 이후 단계적으로
표본크기를 확대하여 2014년 표본수는 10,000명이다. 조사를 통해 문화수요 파악과
실태분석,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조사는 만 15세 이상
국민의 문화에 대한 문화예술 관람 및 교육활동과 문화관련 활동을 분석하여 문화

20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20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https://policydb.kcti.re.kr/#/surveyNostalgiaDetail?bbstypecd=3003012&postno=200038&pagen
o=1&searchopt=&search=&poststatcd=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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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내용은 문화예술관람 및 참
여,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실태, 문화관련활동, 역사문화 유적지 및
축제로 구성되어 있다.203)

㉖ 국민건강영양조사 (승인번호 제117002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조사주기 : 1년)
∙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 통계 산출, 만성질환 및 관련 위험요인의 시계열 추이를 파악하여 국민건
조사목적
강증진종합계획 정책목표 수립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 근거
자료 제공
∙
∙
조사내용
∙
∙
원자료

3가지 조사항목(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건강설문조사(건강면접, 건강행태)
검진조사(신체계측, 혈압측정, 채혈 및 채뇨, 폐기능 검사 등)
영양조사(식생활조사, 식품안정성조사, 식품섭취조사)

∙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3/sub03_02_02.do)
∙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건강설문조사표)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204)

203)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204) 질병관리본부 (2017).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조사표: 기본조사표, 식생활조사, 건강설문조사.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1_02.do?class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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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건강설문조사표) 문항

나. 조사일반현황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거, 1998년 최초 작성되었다.
2005년 전까지는 3년 주기로 실시되었으나, 조사체계 개편으로 2007년부터 매년 실
시되고 있다. 조사는 검진조사,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로 구성되어 있다.205)
검진조사와 건강설문조사는 연령별 검진항목이 상이하여 만 10세 이상은 신체계
측, 혈압 및 맥박 측정, 악력검사, 구강검사, 혈액검가, 소변검사, 폐기능검사 및 안
검사(만40세 이상)를 실시한다. 만 10세 미만은 신체계측과 구강검사를 실시한
다.206) 영양조사는 국민의 특히 민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 현황, 식생활 습관 등
건강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양조사는 전문조사원(영양사)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를 면접
하는 형식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항목으로는 식생활 조사, 식품안정성, 식품섭
취 빈도조사, 1일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식품섭취조사를 포함한다.207)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자료(2013-2015)의 건강설문조사표에는 장애등록 여부,
장애유형, 장애등급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205) 양나래, 이승민, 임영숙, 박혜련, 김기랑. (2018). 국가 영양조사에서 가구 방문 조사 체계의 개선 방안. 대
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3(5). 444-455.
206) 보건복지부. (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7) 질병관리본부. (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2018) 표본설계 및 소지역 추정방안 개선. 정책연구
용역사업최종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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㉗ 보육실태조사(승인번호 제331007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조사주기 : 3년)
조사목적

∙ 영유아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실태, 이용에 따른 만족도, 요구도 파악 및 보육
시설 운영의 전반적 현황 파악을 통한 보육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자와 공급자
의 보육실태 기초자료 생산

조사내용

∙ 보육과 관련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조사, 아동조사, 보육
시설조사, 보육교사조사 실시
∙ MDIS208)

원자료

∙ 2018 보육실태조사(가구) 장애 관련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209)

208) MDIS(https://mdis.kostat.go.kr/index.do)
원자료에 대해 기관 연구자의 경우 요청공문을 통하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일반연구
자(대학원생, 교수 등)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원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출처) 통계청. (2012).「보육실
태조사」2012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9)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표, 어린이집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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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2018 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장애 관련 문항

나. 조사일반현황
보육실태조사(조사주기 : 3년)는 2004년 처음 실시되어, 2018년 다섯 번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영유아가 이용 가능한 주요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 현황,
비용 부담, 만족도, 요구 등 수요자 지향적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의
산출 및 아동연령, 가구 소득, 부모취업 등의 특성별 차이를 규명하여 정부 정책이
나 육아관련 각종 제도와의 연계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
다.210)
2009년 보육실태조사는 가구조사와 보육시설조사, 2012년 보육실태조사는 어린
이집조사와 보육교사조사로 실시하였다. 어린이집조사는 설치, 운영, 보육 영유아
현황, 보육교직원 운영 실태 및 요구, 보육 프로그램 운영, 운영평가 및 관리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교사 조사의 조사대상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
사로211) 조사내용은 근무조건과 처우, 근무만족도,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에 관해
것이다.
2018년에는 이전 조사의 주요 문항을 유지함과 동시에 2016년 이후 보육정책과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여 ‘어린이집조사’와 ‘가구조사’를 시행하였다.
보육실태조사의 ‘어린이집조사’212)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린
210) 육아정책연구소.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211) 보건복지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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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조사표’와 선정된 어린이집의 중간경력 보육교사 1인을 조사하는 ‘보육교사조
사표’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집조사표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보육 영유아 현
황, 보육교직원 운영 실태 및 요구, 보육 프로그램 운영, 운영평가 및 관리 영역으로
구성된다. 보육교사조사표는 보육교사 근무조건과 처우, 근무만족도, 보육정책 영
역으로 구성된다.
보육실태조사의 ‘가구조사’213)는 ‘가구조사’와 ‘아동조사’로 구분된다. 가구조사표
를 활용하여 가구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아동조사표를 활용하여 아동조사를 실시한
다. 조사내용은 가구원 특성, 아동부모 특성, 자녀양육 행동 및 정서, 각종 육아지원
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보육정책 인지 및 수례경험, 만족도, 가구 경제 특성 등
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㉘ 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조사 (승인번호 제117078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조사주기 : 2년)
조사목적

∙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서비스 욕구 특성을 가구특성별,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
지역별로 파악·분석하여 사회서비스 욕구수요 특성을 세밀하게 진단함으로써 서비스
욕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민감도를 제고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조사내용

∙ 수요실태조사(가구일반현황,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및
욕구 수준, 정책 인지도 및 정책 의견)
∙ 공급실태조사(사업체일반현황, 주사업내용 및 운영 현황, 고용실태, 재무현황)
∙ MDIS214)

원자료

212)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213)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214) MDIS(https://mdis.kostat.go.kr/search/classificationItem.do?extcTypeDivCD=T&curMenuNo=UI_POR_P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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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2017년 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조사(가구용)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215)

∙ <중략>

나. 조사일반현황
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조사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서비스 욕구 특성
을 가구특성별,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 지역별로 파악·분석하여 사회서비스 욕
구·수요 특성을 세밀하게 진단하여 서비스 욕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민감도를
제고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216)
본 조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조사’와 사회서비스
공급 사업체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사
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영역은 상담, 재활, 돌봄, 보건/의료/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고용/취업, 주거, 문화, 환경, 경제활동 상태, 소득, 지출, 자산이
다. 공급실태조사는 조직형태, 지위형태별 종사자, 직종, 사업체 수입·지출에 대한
영역이 주요 조사 항목이다.
215)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 (보고서 내 부록: 조사표)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마케팅리서치. (2017). 2017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 가구용, 사회서비
스 사업체용.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216) 보건복지부. (2018). 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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㉙ 서울시도시정책지표조사 (승인번호 제201011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서울시(조사주기 : 1년)
조사목적 ∙ 서울시정 및 시민생활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
조사내용 ∙
∙
∙

원자료

격년주기 순환조사(매년/홀수년/짝수년)
조사표는 가구주, 가구원, 외국인 3종
가구주(주택형태, 가구원 조사, 생활만족도 등)
가구원(고향인식도, 사회자본, 행복지수, 도시위험도 등)
외국인(국적, 체류기관, 삶의 질, 문화시설 이용, 결혼생활 등)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http://data.si.re.kr/node/523)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dataList/datasetView.do?infId=OA-15565&srvType=F
&serviceKind=1&currentPageNo=1
∙ 2018 서울서베이(가구주)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217)

∙ 2018 서울서베이(가구원) 장애인에 대한 주관적 태도 문항

217) 서울열린데이터광장. 2018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 조사표): 가구용, 가구원용, 외국인용.
(https://data.seoul.go.kr/dataList/datasetView.do?infId=OA-15193&serviceKind=1&srvTy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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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서울시 시민의 삶의 질, 의식, 가치관 등 도시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
의 생성을 위해 서울서베이 기본계획 수립 하에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
다.218) 본 조사는 12개 분야별 지표에 관련된 조사로 격년주기 순환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 매년 인구와 가구, 경제, 주거와 생활에 관련된 기본조사를 실시하며, 홀수
년에는 복지, 안전과 재난, 가치의식, 정보참여, 여성가족, 짝수년에는 교육, 환경,
교통, 문화와 여가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거주 가구 및 만 15세 이상 가구
구성원, 91일 이상 체류중인 만 2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219)

㉚ 가정폭력실태조사 (승인번호 제154011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조사주기 : 3년)
조사목적

∙ 가정폭력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가정폭력
방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표는 만 65세 미만과 만 65세 이상으로 구분
조사내용 ∙ 개인 및 지역특성,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원과의 관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일반적 사항
원자료

∙ 미제공
∙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만 65세 미만)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220)

218) 서울특별시. (2018). 2018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
219) 강현철, 박승열, 김지연, 김인수, 이동수, 황재일, 박인규. (2009). 2008 서울서베이 표본추출틀 구축 및
표본추출 사례 연구. 조사연구 10(3). 157-172.
2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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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가정폭력실태조사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의거하여 2004년 최초 실시된 3년 주기의 조사이다.221) 가정폭력 발생률, 폭력피해
실태,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인식 등 가정폭력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본 조사는 부부폭력 실태 조사에 초점을 두면
서, 자녀학대, 가족구성원간의 폭력, 65세 이상 노인의 학대 피해 경험을 포함한 가
정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표는 만65세 미만과 만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이으며, 조사내용
은 개인 및 지역특성,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원관의 관계, 가정폭력
에 대한 인식, 일반적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222)

㉛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승인번호 제150412호)223)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여성가족부(조사주기 : 3년)
조사목적

∙ 성폭력 실태와 추이, 관련 영향과 요인 등에 대한 심층분석과 정책체감도 진단 및
정책수요를 발굴하여 성폭력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조사내용

∙ 성폭력 및 성폭력 관련 법·제도 인식, 서비스 수요, 성폭력 피해경험, 성폭력 피해
대응, 일반적 사항

원자료

∙ 미제공224)

221) 여성가족부. (2017). 가정폭력실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2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223) 2016년 승인번호 변경 : 제15412호 → 제150142호. (출처) 여성가족부.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24) 마이크로데이터는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출처) 한국조사연구학회.「성폭력실태조사」2014
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통계청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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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2013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225)

나. 조사일반현황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성폭력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 변화와 피해실태, 발생요인,
발생유형, 피해자 욕구, 지원시설의 서비스와 운영 상황 등 성폭력 전반에 대한 종
합적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 및 피해 실태 추이를 객관적·종합적으
로 분석하여 성폭력 방지정책의 방향 설정, 사회 환경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표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성폭력
발생 현황, 성폭력에 대한 의식, 정책에 대한 인지도, 체감도 등을 파악하는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는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와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226)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취약계층 및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각 집단별 성폭력 피해 실태파악 및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및 성폭
력 방지정책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 등의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2016
년 제4차 조사에서 표본크기는 예산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고
려하고 작성되는 통계의 표본오차 수준을 검토하여 전국 표본크기가 확대되었다
(3,200명→7,200명).227)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226) 2013년 : 2010년 집단 + 여대생, 직장여성, 이주여성노동자
2010년 :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운동선수, 피해자, 피해자지원기관, 사법기관, 수사기관 (출처)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13).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22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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㉜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승인번호 제120017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사주기 : 1년)
조사목적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연간 단위로 계량적으로 측정 평가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 효과적인 정책 추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

조사내용

∙ 일반국의 정보화수준을 기준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상대적 정보격차 수준인 정보격차
지수 조사. 개인과 가구단위로 조사하며 항목은 접근지수, 역량지수, 활동지수(양적,
질적)로 구성
∙ MDIS228)

원자료

228) MDIS(https://mdis.kostat.go.kr/index.do).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공개 창구(www.nia.or.kr), 정
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을 통해 요청된 내역을 접수한 후
데이터 제공 하고 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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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2018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문항 (장애인 기준)

장애관련
조사문항
229)

나. 조사일반현황230)
취약계층별 정보화 수준 및 정보격차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목표수립 및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조사 (조사주기
: 1년)가 실시되고 있다. 2002년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대
상의 정보격차 실태조사가 첫 실시되었으며, 2011년 모바일 격차지수 개발 및 시범

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81623&bcIdx=20566&parentSeq=20566)
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2018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114

장애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산출이 시작되었다. 2016년 정보격차지수는 폐지되고, 스마트 격차지수가 디지털정
보격차지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8년부터는 일반국민 및 정보취약계층별 표본
을 재설계하여 조사가 실시되었다.
정보격차지수와 스마트정보격차지수는 접근지수, 역량지수, 활용지수 3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다.231)

영역

항목

정보격차지수
활용
지수

디지털정보격차
지수

세부항목

접근지수

∘ 필요시 PC인터넷 접근가능성
∘ 정보통신기기 보유정도
∘ PC 기종 및 인터넷 접속방식

역량지수

∘ 컴퓨터 이용 기본능력(8개)
∘ 인터넷 이용 기본능력(9개)

양적

∘ PC 및 인터넷 이용여부, 이용시간

질적

∘ PC 및 인터넷 일상생활 부문별 도움정도, 기본용도별
이용정도

접근지수

∘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

역량지수

∘ PC 이용능력 (7개 항목)
∘ 모바일 스마트기기 이용능력 (7개 항목)

활용지수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

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통계정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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㉝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승인번호 제120019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사주기 : 1년)
조사목적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정책의 성과 평가와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개선방안 도
출을 위한 기초 정책통계 생산

∙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구분
조사내용 ∙ 가구주(가구현황, 가구정보, 주택형태, 가구원 정보, 월평균 가구소득)
∙ 가구원(스마트폰 이용현황, 게임 이용현황, 정책 인지도, 스마트폰 이용특성)
∙ MDIS232)

원자료

∙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가구원용)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233)

232) MDIS(https://mdis.kostat.go.kr/index.do)
233)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2018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용역.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5914&bcIdx=20876&parentSeq=2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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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의거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다. 본조사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정책의 성과 평가와 효과적인 정책 수
립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 정책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2004년 첫 조사가 실
시되었다. 2018년 제15차 조사가 실시되었다.234)
조사에 사용되는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는 2002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하여
고도화한 표준화된 한국형 인터넷 과의존 척도(K-척도)와 2011년에 개발한 스마트
폰 과의존 척도(S-척도)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에 따라 고위
험군, 잠재적위엄군, 일반사용자군의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조사대상은 만 3세 이
상 69세 이하 가구원 중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
한 자이다. 시도, 주택유형으로 층화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추출단위에서 가구내 적
격가구원을 전수조사 하였다.235)

㉞ 주거실태조사 (승인번호 제116031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국토연구원 → 국토교통부(조사주기 : 1년)
조사목적

∙ 지역별, 계층별 주거실태 파악, 주택 소요량 및 선호도 파악을 통해 공급계획 지원,
주거복지 소요 파악, 정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내용

∙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비부담, 이사경험 및 주거의식,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가구
에 관한 사항, 배경

2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2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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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MDIS236)

원자료

∙ 2018년 주거실태조사 장애여부 문항238)

장애관련
조사문항
237)

∙ 2018년 주거실태조사 장애수당 관련 조사

236) MDIS(https://mdis.kostat.go.kr/index.do). 주거누리를 통해 제공되던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MDIS
에서 제공하고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37) 2017 주거실태조사 조사표. 국통교통부 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327&hFormId=&hSelectId=&sStyleNu
m=&sStart=&sEnd=&hPoint=&hAppr)
238) 국토교통부(2017). 2017 주거실태조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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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주거실태조사는 정부의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통계를 제공하고 주거환경만
족도와 가치관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사회 동향 자료이다.239) 조사는 크게 일
반가구조사와 특수가구조사로 구분된다.
일반가구조사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격년으로 시행되었으며, 특수가구조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격년으로 시행되었다. 2017년 이후부터는 표본규모를 확대
하여 매년 일반가구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수가구조사는 일반가구 조사에 포함
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한 후, 컴퓨터(노트
북)를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에 따라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
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API)를 시행하였다.240)

㉟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승인번호 제154016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여성가족부(조사주기 : 3년)
조사목적

∙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수치 및 기초근거자료 제공

조사내용

∙ 자녀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
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사업

239) 진미윤, 김종림. (2012). 해외 6개국의 주거실태조사 비교분석 및 국내 시사점. 토지주택연구원. LHI
Journal, 3(3), 225-240.
240)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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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MDIS241)

원자료

∙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242)

241) MDIS(https://mdis.kostat.go.kr/search/classificationItem.do?extcTypeDivCD=T&curMenuNo=UI_POR_P1048)
24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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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혼자 양육과 생계를 전담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따라 정책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
성에 제기 되었다.243) 이에 본 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의거, 한부모가족
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자 2012년도에 최초로 실시되었다. 이후 2015년, 2018년 총
3차례 조사가 실시되었다.
2018년 주요 조사 내용은 8개 분야로 자녀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
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표본크기는 전체 예산 및 조사 현실성 등을 고려
하여 전체 2,500가구이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해 의한 개별가구 방문 타계식
면접조사를 채택하고 있다.244)

㊱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승인번호 제403001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조사주기 : 2년)
조사목적

∙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율을 살펴보고 범죄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며 범
죄현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조사문항은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로 구분
∙ 기초조사표(가구구성, 동네와 이웃환경, 일상생활 및 범죄예방활동, 배경문항, 작년
조사내용
한해동안 겪은 피해경험, 보이스피싱 경험)
∙ 사건조사표(사건발생일시와 장소, 범행수법, 신체피해, 피해자의 대응, 재산피해, 정
신적피해, 가해자의 특성,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243) 여성가족부.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4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Ⅲ. 장애분야 빅데이터의 정의와 종류

121

구분

내용
∙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245) : 마이크로데이터→전국범죄피해조사로 검색
∙ MDIS246)

원자료

∙ 2018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기초조사표)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247)

나. 조사일반현황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일반국민 대상 범죄피해경험여부와 피해양상 및 관련
인식 등의 조사를 통해 범죄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을 밝히면서, 범죄현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본조사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장 제11조에 의거하여 2년 주기로 조사

245) CCJS(http://crimestats.or.kr/portal/main/indexPage.do)
246) MDIS(https://mdis.kostat.go.kr/index.do). 데이터 이용→ 추출·다운로드→ 추출·다운로드 범위 조회:
분야별 → 사회 →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
247)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228&pDataCD=0408010000&pT
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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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시되었다. 2009년 표본규모 확대 및 조사표 항목 수정 등 조사방법의 전면 개
편을 통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2년마다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전국범죄피해
조사, 2011년 전국범죄피해조사, 2013년부터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되었
다.248)
2017년 조사항목은 기초조사표(가구구성, 동네와 이웃환경, 일상생활 및 범죄예
방활동, 배경문항, 작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경험, 보이스피싱 경험), 사건조사표
(사건발생일시와 장소, 범행수법, 신체피해, 피해자의 대응, 재산피해, 정신적피해,
가해자의 특성,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로 나뉜다.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
하는 면접조사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자 본인이 구체적인 범죄피해내용을 알
리기 꺼려하는 경우에는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였다.

㊲ 아동종합실태조사(승인번호 제117074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조사주기 : 5년)

조사목적

∙ 아동생활의 변화추이를 예측하고 현실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지니는 아동정책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산출. 향후 다가올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아동생활실태, 아동인권 및 사회참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

∙ 조사표는 부모용, 아동용으로 구분
∙ 전국의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일반사항, 사회성 및 정서,
조사내용
가정환경(가정생활), 인지 및 언어생활, 학교생활, 방과후생활, 건강 및 안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진로 및 아르바이트, 주거, 지출·소득을 조사
원자료

∙ 미제공249)

24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49) 현재 MDIS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통한 데
이터 제공이 2016.6.9일자로 중단되고 통계청 MDIS로 이관되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17). 아동종합
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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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250)

나. 조사일반현황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아동생활의 변화추이를 예
측하고 현실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지니는 아동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산출
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8년, 2013년, 2018년 세 차례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아동 자
료 생산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조사표는 보호자용과 아동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조사부터는 아동위주의 조사를 위해 청소년 관련 항목은 삭제하였으며 국
제비교 항목(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 아동 결핍 지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0-8세까지는 보호자가 대리응답, 만9-18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이 직접 응답하였
다. 보호자용 조사는 대상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식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TAPI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251)

250)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703&CONT_SEQ=293112&page=1)
251) 보건복지부. (2017). 아동종합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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㊳ 여성가족패널조사(승인번호 제338001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조사주기 : 2년)
조사목적

∙ 여성과 가족에 대한 전국규모의 종단면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형태
와 가족관련 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여성·가족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가구용(가구원 및 가족, 주거상태, 가구소득, 소비)
조사내용 ∙ 여성개인용(학교생활, 결혼경험확인, 미혼여성, 결혼과 부부생활 등)
∙ 일자리용(일자리확인, 임금근로자 일자리, 비임금근로자 일자리 등)
원자료

∙ 여성가족패널 홈페이지252), 성인지통계 시스템253)
∙ 2016년 6차 여성가족패널 통합설문지-가구용

장애관련
조사문항
254)

∙ 2016년 여성가족패널조사(가구용) 문항

252) 여성가족패널 홈페이지((http://klowf.kwdi.re.kr)
253) 성인지통계 시스템(https://gsis.kwdi.re.kr/gsis/kr/contents/ContentsList.html)
254) 여성가족패널 (http://klowf.kwdi.re.kr/content/data/survey.jsp)
: 데이터 → 설문지/코드북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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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과 가족에 대한 종단면 패널을 구축하여 여성의 경제활
동활동 형태와 가족관련 요인의 관계를 파악하여 여성가족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표는 가구용, 여성개인용, 일자리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내용은 크게 여성과 가족, 여성과 일, 여성과 일상/여가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255) 여성개인용 조사표는 신규개인용과 기존 개인
용으로 구분되며, 결혼경험, 가사, 자녀양육, 건강 등 26개 영역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그림 Ⅲ-1] 여성가족패널 영역별 주요 설문문항 구조

25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여성가족패널조사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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㊴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승인번호 제117079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여성가족부(조사주기 : 3년)
조사목적

∙ 전국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분석 및 평가하여 중장기 다문화가족 정책개발에 필요한 정책
발굴

조사내용

∙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성을 다양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구구성표,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배우자, 청소년 자녀 4종으로 설계

원자료

∙ MDIS256), 성인지통계 시스템257)
∙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구구성표)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258)

나. 조사일반현황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의 실태, 사회통합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거하여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법적근거가 마련되
면서 실시되었는데, 2009년 최초 조사가 실시된 이후, 2012년 표본조사를 시작으로
3년마다 본 조사가 진행되었다.259) 2009년은 조사표는 4개 유형으로 가구구성표,
256) MDIS(https://mdis.kostat.go.kr/index.do)
257) 2012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
성인지통계 시스템(https://gsis.kwdi.re.kr/gsis/kr/contents/ContentsList.html)
25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
259) 2009, 2012, 2015, 2018년 조사가 실시되었다. 여성가족부.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통계정보보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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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귀화자 등, 배우자, 청소년자녀용(만9-24세) 이다. 가구용설문지에서
는 등록장애인 여부, 가구구성(부부+자녀, 부부, 장애인 가구, 미취학자녀)에 따라
다문화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장애인 및 미취학자녀 돌봄 정책, 자녀 양육 서비스
지원)을 파악하고 있다. 2018년 조사에서는 조사의 정확성 개선을 위해 결혼이민자
와 기타귀화자 변수를 층화변수에 반영, 벤치마크 모집단 구성 방식으로 변화를 시
도하였다.260)

2 장애 관련 간접조사
㊵ 생활시간조사(승인번호 제101052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통계청 (조사주기 : 5년)
∙ 개인의 시간 활용과 의식을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
정하고 무급 가사 노동 시간을 분석하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
조사목적
에 활용. 또한 노동, 복지, 문화, 교통 관련 정책수립과 학문적 연구활동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
조사내용 ∙ 조사항목은 가구관련사항, 개인관련사항, 시간일지 총 32개 항목
원자료

∙ MDIS261)
∙ 생활시간조사표(대표가구원) 돌봄 필요 사유 문항263)

장애관련
조사문항
262)

260)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61)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
262) 통계청. (2014). 2014 생활시간조사표
(http://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orgId=101&confmNo=101052&kosisYn=Y)
263) 통계청. (2016). 2014 생활시간조사 이용자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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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 조
사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 파악 및 노동·복지·문화·교통관련
정책수립과 학문적 연구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5
년 주기의 조사이다.264)
2014년에는 7월, 9월, 12월 3회 조사로 변경(기존 2회 조사 : 3월, 9월)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여 일자 층과 지역을 고려하여 표본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생
활시간조사는 크게 가구관련 항목과 개인관련 항목, 시간일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관련 및 개인관련 항목은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방
식, 시간일지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 방식이다. 시간일지는 조
사대상이 되는 가구원이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time-dairy)에 하루 동안의
활동 형태를 주행동과 동시행동으로 나누어 10분 간격으로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일지의 기입은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265)266) 이는 삶의 질
파악, 무급노동 가치 측정, 여가생활 및 이동 측정,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시간형태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267)

264) 유엔개발계획(UNPD)의 1995 인간개발보고서는 여성노동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노동기여에 따른 재산재
분배 등 법적권리문제를 제안하고 무보수 노동의 양적 계량화를 위한 위성계정의 사용과 시간사용조사 실
시 이슈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년)에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 및 제도적 반영을 위한 가사노동량 파악을 위한 전국단위의 생활시간활용조사 실시와
국민계정체계에 가사노동에 대한 위성계정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출처) 통계청. (2015). 생활시간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65) 박수정, 윤지영. (2013). 성인의 생활시간조사 10년 변화추이 연구: 학습관련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평생교
육학회, 19(2), 161-183.
266)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에서 참조할 수 있다. (출처) 국가통계포털 사이트(http://kosis.kr)
267) 개인의 시간활용과 의식을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하고 무급 가사 노동 시간을 분석하
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출처) 통
계청. (2015). 생활시간조사 통계정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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㊶ 인구주택총조사 (승인번호 제101001호, 제101002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통계청(조사주기 : 5년)
조사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
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조사내용

∙ 조사체계는 전수조사(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방문)로 구분
∙ UN 권고안을 비교 반영하여 인구, 가구, 주택부문으로 조사

원자료

∙ MDIS268), KOSIS269), 인구주택총조사270)
∙ 활동제약문항
‐ 목적 및 이용분야 : 활동제약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파악을 통해 장애문제와 활동
제약자 대상 복지 수요 파악 등 복지정책에 활용. 노인의 생활불편정도를 파악하
여 노인시설 및 인력,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정의 : 육체적·정신적 제약, 육체적 불편(디스크, 퇴행성관절염 등),질병, 고령제
의한 노환 등에 따른 활동제약을 포함함. 일시적인 불편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앞으로 6개월 이상 지속이 될 불편함을 대해 조사함

장애관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장애 관련 문항271)
조사문항

268)
269)
270)
271)

MDIS(https://mdis.kostat.go.kr/index.do)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인구주택총조사(http://www.census.go.kr/)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실(http://www.census.go.kr/) → 자료실 → 조사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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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워싱턴 그룹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제약이 있는 5개 영역을 선정하고 그 어려
움의 정도를 질문하고 있다. 한국은 202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워싱턴 그룹 항
목을 포함할 예정으로 시험조사 중이다. 시험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①-⑤ 문
항이 워싱턴 그룹 측정 항목이다 (박영실 외, 2018).272)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장애 관련 활동 제약 문항273)

272) 워싱턴 그룹의 장애 항목 측정 방법과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도입 - 장애에 따른 데이터 세분화를 위해
서는 장애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장애는 한 사회가 어떠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정
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장애의 개념은 개별 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문화적 기대(cultural expectation)에 따라 다르며, 환경에 의해서도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
여 국가마다 장애의 정의가 상이하여 장애통계의 국제비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UNSC는 장애측
정과 장애 관련 데이터의 국가 간 비교를 촉진하기 위해 2001년 국제전문가그룹인 장애통계에 관한 워싱
턴 그룹(Washington Group)을 설립하였다. 워싱턴 그룹은 WHO가 개발한 국제 기능·장애·건강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라는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센서스와 표본조사 등에 사용할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워싱턴그룹 장애상태 측정도구(Washington
Group Short Set on Functioning)를 개발하였으며 이 항목을 SDGs에서 장애 지위에 따른 세분화에 사
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워싱턴 그룹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제약이 있는 6개 영역을 선정하고 그
어려움의 정도를 질문하고 있다. 선정된 6개 영역은 ① (안경을 써도) 보는 것이 어려움(Do you have
difficulty seeing, even if wearing glasses?) ② (보청기를 사용해도) 듣는 것이 어려움(Do you have
difficulty hearing, even if using a hearing aid?), ③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어려움 (Do you
have difficulty walking or climbing steps?) ④ 기억하거나 집중하는 것이 어려움(Do you have
difficulty remembering or concentrating?) ⑤ 옷입기·목욕하기·밥먹기 등 실내 활동이 어려움(Do you
difficulty (with self-care such as) washing all over or dressing?) ⑥ 의사소통의 어려움(Using
your language, do you have difficulty communicating, for example understanding or being
understood by others?) 이며, 응답범주는 ‘전혀 어렵지 않다(No, no difficulty)’, ‘약간 어렵다(Yes,
some difficulty)’, ‘상당히 어렵다(Yes, a lot of difficulty)’, ‘전혀 할 수 없다(Cannot do it at all)’이
다. 최종적으로 장애는 6개 영역 중 최소한 1개의 영역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로 결정된다. 한
국은 202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워싱턴 그룹 항목을 포함할 예정으로 현재 시험조사 중이다. 시험조사
항목에는 워싱턴 그룹 측정 6개 항목 중 ①번부터 ⑤번까지만 사용하고 있다. ⑥번 의사소통의 어려움 대
신 장보기·병원가기 등 실외활동이 어려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응답범주도 2개(‘그렇다’, ‘아니다’)
로 차이가 있다. (출처) 박영실, 이영미, 김인겸. (2018).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
통계개발원.
273) 통계청. (2018). 인구총조사 통계정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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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시험조사 문항274)275)
조사문항

응답범주

① (안경을 써도) 보는 것이 어려움
(Do you have difficulty seeing, even if wearing glasses?)
② (보청기를 사용해도) 듣는 것이 어려움
(Do you have difficulty hearing, even if using a hearing aid?)
③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어려움
(Do you have difficulty walking or climbing steps?)
① 그렇다
④ 기억하거나 집중하는 것이 어려움
① 아니다
(Do you have difficulty remembering or concentrating?)
⑤ 옷입기·목욕하기·밥먹기 등 실내 활동이 어려움
(Do you difficulty (with self-care such as) washing all over or
dressing?)
⑥ 장보기·병원가기 등 실외활동의 어려움
주) 박영실, 이영미, 김인겸. (2018).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 통
계개발원. 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274) 박영실, 이영미, 김인겸. (2018).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 통계개발원.
275) 장애에 따른 데이터 세분화를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장애는 한 사회
가 어떠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장애의 개념은
개별 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문화적 기대(cultural expectation)에 따라 다르며, 환경에 의해서도 변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국가마다 장애의 정의가 상이하여 장애통계의 국제비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UNSC는 장애측정과 장애 관련 데이터의 국가 간 비교를 촉진하기 위해 2001년 국제전문
가그룹인 장애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Washington Group)을 설립하였다. 워싱턴 그룹은 WHO가 개발
한 국제 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라는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센서스와 표본조사 등에 사용할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워싱턴그룹 장애상태 측
정도구(Washington Group Short Set on Functioning)를 개발하였으며 이 항목을 SDGs에서 장애 지
위에 따른 세분화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워싱턴 그룹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제약이 있는 6개
영역을 선정하고 그 어려움의 정도를 질문하고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어렵지 않다(No, no difficulty)’,
‘약간 어렵다(Yes, some difficulty)’, ‘상당히 어렵다(Yes, a lot of difficulty)’, ‘전혀 할 수 없다
(Cannot do it at all)’이다. 최종적으로 장애는 6개 영역 중 최소한 1개의 영역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응
답한 경우로 결정된다. 한국은 202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워싱턴 그룹 항목을 포함할 예정으로 현재 시
험조사 중이다. 시험조사 항목에는 워싱턴 그룹 측정 6개 항목 중 ①번부터 ⑤번까지만 사용하고 있다. ⑥
번 의사소통의 어려움 대신 장보기·병원가기 등 실외활동이 어려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응답범주도
2개(‘그렇다’, ‘아니다’)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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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인구주택총조사276)는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 가구, 주택의 총수는 물론 규모 구
조, 분포와 개별 특성까지 파악하여, 경제·사회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77)
최근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19차 인구총조사, 11차 주택총조사)로, 전
수부문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278)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표본부문은
20%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등록센서스 방식의 총조사는 행정자료(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 대장 등 총 24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연계 및 보완 후 집
계한다.)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표본조사는 조사구
특성이 아파트(A), 보통(1), 섬(2)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나머지 조사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㊷ 재정패널조사 (승인번호 제341001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사주기 : 1년)
조사목적

∙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조세와 재정의 분배 및 재분배 효과 검증을 위한 기초 원시
자료의 구축

∙ 가구용(가구기본현황, 가구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주택, 종합부동산세, 자동차 및 오
토바이 보유현황, 가계지출, 개인이적소득 등)
조사내용
∙ 가구원용(경제활동, 연금/보험소득, 보험소득, 보험관련지출형황, 근로소득공제현황,
종합소득자 소득공제 현황)
원자료

∙ 재정패널조사포털279)(http://panel.kipf.re.kr/Data/Data)

276) UN의 정의 : 특정한 시점에 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학적
및 사회학적 자료를 수집, 평가, 분석, 제공하는 전 과정이다. (출처) 통계청. (2018). 인구총조사 이용자
용 통계정보보고서.
277) 인구총조사는 1925년 처음 실시된 후 매년 5년마다 실시되어왔으며 주택에 관한 조사가 함께 시행된 것은
1960년 제9회 조사부터였다.
278) UN권고안 : 등록센서스란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가용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인구·가
구·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출처) 통계청. (2018). 인구총조사 이용자용 통계정보
보고서.
279) 베타버전은 학술대회 참가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CD를 제작하여 우편발송 및 이메일 전송 병행 실시한
다. 데이터의 제공형태는 SAS, SPSS, STATA, EXCEL로 제공됨, 공식공개는 일반 연구자 전체공개이며
재정패널 홈페이지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친 연구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재정패널조사 통계정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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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10차년도 재정패널조사(가구용) 장애수당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280)

∙ 10차년도 재정패널조사(가구원용) 장애 관련 보험유형

28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재정패널조사: 가구, 가구원, 가구원의식조사 설문지.
재정패널조사 (http://panel.kipf.re.kr/Data/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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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재정패널조사는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의 소득, 지출, 조세, 복지현황을 포괄하는
자료를 구축함으로서 효과적인 조세정책과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 1차년도 조사가 실시된 이후, 2018년 11차년도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표는 가구주가 응답하는 가구조사표와 개인이 응답하는 가구원281)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목적인 가계 경제 및 재정 상태 파악 문항은 매년 동일한 항목
과 지침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특정 이슈에 대한 부가조사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
는 1개 년도만 조사 실시한다. 부가조사로는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4차), 가
구원 출산이력 및 과거 10년간 직업이력(6차), 출산 및 출산제도 이력(11차)이 있
다.282)

㊸ 여성농업인실태조사 (승인번호 제341001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조사주기 : 5년)
조사목적

∙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중간
평가 및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내용

∙ 유형별로 특성과 욕구,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여성농업인, 65세 이상 고령농업
인, 다문화 여성, 귀농 여성농업인 4종 구분
∙ 가구현황, 경제·사회활동 참여현황, 교육 및 사회복지현황, 농촌 다문화가족 현황

원자료

∙ 미제공

281) 가구원은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 연간 소득이
나 소득세 납부액, 소득신고 현황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가구원이 결혼, 취업 등의 사유로 분
가하였을 경우 분가한 가구원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경제활동과 정책효과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0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82) 다만, 기존 문항 중 제도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년 보완하고 있다. (출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재정패널조사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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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일반 여성농업인)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283)

∙ 2013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65세 이상 여성농업인) 문항

나. 조사일반현황
조사표는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65세 이상, 다문화 여성 및 여성농업인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농업인실태조사는 2001년 제정된 여성농업인육성법 제8조에 의거하여 2003
년부터 5년마다 실시되었고 2018년 4차 조사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농업구조 및
농촌사회 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현실을 다면적·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여성농
업인의 실태를 입체화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개
발되었다.284)
2018년 조사의 경우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정책연관성이
낮아 관련 문항이 삭제되었다.

2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http://dl.nanet.go.kr/SearchList.do?query=2018+%EC%97%AC%EC%84%B1%EB%86%8D%EC
%97%85%EC%9D%B8+%EC%8B%A4%ED%83%9C%EC%A1%B0%EC%82%AC&homepageSear
chYn=Y&source=http://www.nanet.go.kr)
: 로그인(국회도서관) → 검색(여성농업인실태조사) → 실행(추출) → 다운로드
284) 농림축산식품부(2015). 여성농업인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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㊹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승인번호 제327004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고용정보원(조사주기 : 1년)
조사목적

∙ 대학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이동경로를 추적조사하여 교육과 노동시장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정보 제공 및 인력수급불일치 완화 도모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경제활동상황, 현재일자리, 구직활동, 비경제활동, 첫 일자리, 졸업 후 경험한 일
자, 학교생활, 졸업 후 진학경험, 재학중 경험한 일자리, 어학연수 경험 및 외국어
조사내용
시험, 졸업 전 취업목표, 취업준비 및 기타사항,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및 훈련, 취득
자격증, 시험준비, 인적사항
원자료

∙ 고용조사분석시스템285)
∙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286)

285) 고용조사분석시스템(https://survey.keis.or.kr/goms/goms01.jsp)
286)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설문지.
https://survey.keis.or.kr/goms/gomsque/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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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
2004년 4월, 국무조정실의「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 기획단」에서 인력수급체
제 개선을 위한 과제로 제시되어 논의되어 200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가 시작되었다.
2004년 8월 및 2005년 2월 대학 졸업자의 약 5%에 해당하는 25,000명을 목
표로 1차 조사를 실시하여 총 26,544명의 원표본을 구축하였다. 2007년 2차 조
사, 2008년 3차 조사를 마치고 중단하였다. 2007년 조사부터는 1차 조사 및 2년
후 1회에 한하여 추적조사하는 단기패널조사로 조사 설계 변경되었다. 매해 전년
도 2~3년제 대학 이상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 약
4%에 해당하는 18,000명의 패널을 구축하고 있다.

㊺ 농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승인번호 제143003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조사주기 : 1년)

조사목적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발생된 사고, 질
병, 손상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농업활동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질병영역 조사(연도 끝자리 짝수해)
조사가구의 농업활동 특성, 가구원 특성, 가구원의 농업활동 특성, 의료이용, 농작업
관련 증상, 업무상 질병관련 특성, 위험요인 노출 특성, 농업인의 애로사항, 의료
조사내용
이용(개인)
∙ 손상영역 조사(연도 끝자리 홀수해)
조사가구의 농업활동 특성, 조사가구의 가구원 특성, 가구원의 농업활동 특성, 가구
원의 농기계 및 농약사용 특성, 가구원의 농업안전 활동, 업무상 손상
원자료

∙ 현재 미제공 (홈페이지공개는 구축 중)287)

287) 농촌진흥청. (2017).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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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2017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 조사표

장애관련
조사문항
288)

나. 조사일반현황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는 농업인에게 발생하는 사고, 질병, 손상 등
에 대한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농업활동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의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조사는 2009년 첫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2년부터 질병 조사(짝수해)와 손상 조사(홀수해)를 분리
하여 시행하고 있다.289)

288) 농촌진흥청. (2017).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289) 농촌진흥청. (2017).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통계정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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㊻ 산후조리실태조사 (승인번호 제117101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통계청(조사대행)→보건복지부(조사주기 : 3년)
조사목적

∙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산후조리현황, 건강관리, 안전사고 등의 현
황 및 실태 파악하여 산후조리 지원 관련 체계적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

조사내용 ∙ 가구원 일반사항, 산후조리에 관한 사항
∙ 미제공

원자료

∙ 2017년 산후조리실태조사 장애 관련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290)

나. 조사일반현황
산후조리실태조사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안전을 위한 산후조리현황, 건강
관리, 안전사고 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산후조리 지원 관련 체계적 정책수립
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조사내용은 임산부 일반
특성을 포함하여, 산후조리 현황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산후조리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91)

290) 보건복지부, 통계청. (2017). 산후조리실태조사 조사표.
(http://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orgId=117&confmNo=117101&ko
sisYn=Y)
291) 보건복지부, 통계청. (2018).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 지침서.

140

장애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㊼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승인번호 제331001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사주기 : 3년)
조사목적

∙ 출산력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결혼, 출산 등에 대한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관련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 만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 출산, 양육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혼여성조사와 만
20~44세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미혼남녀
조사로 구분
조사내용 ∙ 기혼여성조사(결혼, 임신·출산·피임, 산전·사후관리, 자녀양육, 일·가정양립, 출산·양
육지원,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 미혼남녀조사(이정교제 및 결혼, 자녀 및 가족에 대한 가치와 태도,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원자료

∙ 보건복지데이터포털292)(데이터신청)
∙ 201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기혼여성 조사표)

장애관련
조사문항
293)

292) 보건복지데이터포털(https://data.kihasa.re.kr/index.jsp)
29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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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201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미혼남녀조사표)

나. 조사일반현황
출산력 조사는 가구의 출산, 결혼과 관련된 실태 및 의식변화를 종합적으로 조사
하고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 실태 파악을 통해 장단기 인구정책 설정을 위한 기초자
료로 제공하고, 임신·출산·피임 행태 변화와 부부의 취업 및 자녀양육, 미혼남녀
의 가족형성 의식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조사표는 기혼 여성 조사표와 미혼 남녀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혼 여성
조사표의 경우 결혼에 관한 사항,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 산전·산후관리,
자녀 양육, 일·가정 양립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혼 남녀 조사표는 이
성교제 및 결혼에 관한 사항, 자녀 및 가족에 대한 가치와 태도,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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㊽ 근로환경조사 (승인번호 제380002호)
가. 개요
구분

내용

작성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조사주기 : 3년)
조사목적

∙ 전국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환경을 조사하여 근로자들이 작업관련 위험요인에 노
출되는 정도를 파악하고, 취업자의 근로환경실태를 조망할 수 있는 통계 및 정책수
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내용 ∙ 취업자특성, 고용안정, 건강관련, 기술/능력계발, 일과 삶의 균형
원자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295)
∙ 2017년 근로환경조사 차별 원인 문항

장애관련
조사문항 ∙ 2017년 근로환경조사 돌봄 시간 문항
296)

294) 이소영 외.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95) 산업안전보건연구원(http://oshri.kosha.or.kr/oshri/index.do)
∘ http://oshri.kosha.or.kr/oshri/researchField/downWorkingEnvironmentSurvey.do
: 로그인 → 연구분야 → 조사연구 → 근로환경조사 → 실행추출 → 다운로드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osha.or.kr/kosha/data/primitiveData.do) → 근로환
경조사 → 원시자료 신청
296)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고용노동부. (2017). 제5차(2017) 근로환경조사 조사표.
(http://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orgId=380&confmNo=380002&kosis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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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일반현황297)
근로환경조사는 작업장의 기계적·물리적·화학적 위험 요인과 더불어 건강, 안
전, 직무 스트레스 등에 관한 사회 심리적 요인이 근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나라 취업자의 근로환경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내용은 근로 조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 작업장의 물리적 환경, 작업장
설계, 근무 시간, 근무 조직 및 사회적 관계 등을 포함하는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가구현황, 취업자 특성, 고용안정, 건강영향지표, 기술 및 능력개발, 일과 삶의
균형). 근로 및 고용,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용인과 자
영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빅데이터
(1) 표본코호트DB298)
표본코호트는 전 국민의 2%인 100만명(2006년 자격대상자)을 표본추출하여 건강
상태 및 발병, 의료이용, 사망 등을 포괄하는 14개년(2002~2015년)의 자료를 구축하
고 있다.299) 전 국민 모집단의 2%를 성·연령·가입자구분·보험료분위·지역별
층화추출 하였다. 주요내용은 사회·경제적 변수(자격 및 보험료, 장애중증도, 장애
유형, 사망), 의료이용현황(진료 및 건강검진), 요양기관 현황을 장기추적한다. 표본
코호트DB 내에는 자격 및 보험료DB, 출생 및 사망DB, 진료DB, 건강검진DB, 요양
기관DB로 구성되어 있다.300)
DB에는 100만명(전체 2%)의 건강보험가입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관
련 정보는 표본코호트의 자격 및 보험료DB에 있다. 표본코호트DB에 정보가 포함
되어 있는 장애인은 2015년 기준으로 약 5만명이며, 이는 2015년 전체 장애인구301)
의 약 2% 수준이다.
29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7). 제5차 근로환경조사 최종보고서.
298) 표본연구DB는 국민건강정보자료를 방대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으로 연구자의 접근과 활용이 제한
적이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표본을 추출하여 외부 반출이 가능한 형태로 규격화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299) 국민건강보험 사이트(https://nhiss.nhis.or.kr)
300)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DB 사용자매뉴얼(ver 2.0)
301) 2015년 등록장애인은 2,490,406명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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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련 정보는 자격 및 보험료DB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장애정보로 장애중증도와 장애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가지 이
상 장애를 등록한 경우(복합장애)는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 정보로 구축되어 있으
며, 장애등급이 동일한 경우는 추가로 등록된 장애정보이다.302) 장애관련 정보는
건강검진코호트DB, 노인코호트DB, 직장여성코호트DB, 영유아코호트DB에 공통된
사항으로 해당 절에서는 DB별 장애인 데이터 규모만을 제시하였다.
<표 Ⅲ-1> 표본코호트 DB내 성별 및 장애중증도/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 수303)
2006

연도
성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계

여성

21,54912,28124,65115,01326,48916,95027,87318,73829,25720,60330,09721,41530,21221,63330,16821,66230,02121,62129,973 21,635
중증 5,329 3,759 6,201 4,490 6,544 4,782 6,667 4,942 6,849 5,126 6,725 4,984 6,583 4,874 6,452 4,760 6,311 4,659 6,248 4,610

장애
중증도

경증 16,220 8,522 18,45010,52319,94512,16821,20613,79622,40815,47723,37216,43123,62916,75923,71616,90223,71016,96223,725 17,025
지체 12,253 6,281 13,504 7,568 14,276 8,658 14,931 9,775 15,55810,92215,96511,39515,98811,46115,85411,40715,71511,33115,581 11,277
뇌병변 1,794 1,283 2,267 1,663 2,528 1,874 2,713 2,023 2,870 2,161 2,968 2,191 2,947 2,203 2,910 2,188 2,877 2,159 2,897 2,155

장애
유형

시각 2,390 1,273 2,670 1,505 2,846 1,642 2,960 1,765 3,068 1,902 3,121 1,987 3,141 2,025 3,169 2,036 3,167 2,035 3,173 2,024
청각 1,840 1,318 2,202 1,613 2,439 1,840 2,618 2,035 2,828 2,239 2,940 2,369 2,921 2,388 2,894 2,363 2,872 2,336 2,835 2,329
기타 3,272 2,126 4,008 2,664 4,400 2,936 4,651 3,140 4,933 3,379 5,103 3,473 5,215 3,556 5,341 3,668 5,390 3,760 5,487 3,850
계

33,830

39,664

43,439

46,611

49,860

51,512

51,845

51,830

51,642

51,608

주 : 표본코호트DB 통계표 재정리(https://nhiss.nhis.or.kr/bd/ab/bdaba002cv.do#)

[표본코호트DB 세부내역]
구분

설명

세부자료내역

자격 및
보험료DB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외
국인 제외)들의 자격관리를 위한 자료

∘사회경제적 변수 :성, 연령대, 지역,
가입자 구분, 소득분위, 장애여부(10개
변수)

출생및사망
∘대상자의 출생정보 및 사망원인 자료
DB
진료DB

∘출생년도, 사망년월 및 사망원인(5개
변수)

∘대상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등을
∘명세서 일반내역, 진료내역, 상병내역,
받은 내역에 대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
처방전교부상세내역의 10개 세부DB
급여가 청구된 자료

302) (출처) 국민건강보험 (2017.6). 표본코호트2.0 DB 사용자 매뉴얼 Ver 1.0.
303) 본 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nhiss.nhis.or.kr/bd/ab/bdaba002cv.do#)에서 제공하는 참고자료내
통계표를 재정리 한 것이다. 실제 제공받은 데이터를 확인‧분석한 결과와(4장) 일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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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세부자료내역

건강검진DB

∘건강검진 주요 결과 및 문진에 의한 생
활습관 및 행태관련 자료

∘건강검진, 생활습관(음주, 흡연) 등
(2002~2008) 51개 변수
(2009~2013) 54개 변수
∘요양기관의 종별, 설립구분별, 지역(시
도)별 현황 및 시설, 장비, 인력관련
자료

요양기관DB ∘요양기관 자료

(2) 건강검진코호트DB
2002년 자격유지자 2002~2003년 40~79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약 51만 명에 대
한 14개년(2002-2015) 동안의 사회·경제적변수(자격정보, 장애 및 사망 포함), 병
의원 이용내역 및 건강검진결과, 요양기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코호트이다. 전
국민의 10% 단순무작위추출하여 표본을 설계하였으며 자격DB, 진료DB, 건강검진
DB, 요양기관DB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304)
<표 Ⅲ-2> 건강검진코호트 DB내 성별 및 장애중증도/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 수
연도 2002
성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2,097 805 2,353 977 2,605 1,133 2,828 1,298 3,014 1,456 3,192 1,623 3,258 1,744 3,349 1,898 3,376 1,996 3,354 2,055 3,310 2,075 3,133 2,03727,12 20,0726,8219,999

장애 중증 786 333 872 391 959 442 1,041 495 1,095 543 1,155 594 1,176 623 1,201 665 1,191 682 1,140 690 1,087 665 998 634 3,546 2,3483,5202,312
중증도 경증 1,311 472 1,481 586 1,646 691 1,787 803 1,919 913 2,037 1,029 2,082 1,121 2,148 1,233 2,185 1,314 2,214 1,365 2,223 1,410 2,135 1,40325,01217,7224,7717,689
지체 715 223 747 256 775 288 786 326 796 359 803 389 797 415 787 452 771 485 742 482 740 481 693 474 15,62712,9115,4212,837
뇌병변 241 82 287 107 333 127 367 154 396 177 428 208 437 233 453 266 469 284 478 300 471 306 447 303 2,674 1,8252,6651,821
시각 285 169 321 199 351 233 376 265 397 298 418 330 434 348 453 363 469 379 470 392 466 389 453 380 2,964 1,9142,9381,919
장애 청각 325 152 367 174 401 200 441 221 468 241 488 273 498 296 514 327 499 346 493 359 493 382 463 377 3,744 2,4013,6882,395
유형 언어 208 66 221 69 234 73 243 78 250 82 258 84 259 85 269 86 275 86 279 87 272 84 263 81 258 109 258 111
지적 120 47 126 55 134 60 146 65 151 68 161 72 164 77 169 84 169 86 169 90 172 90 171 88 221 207 219 204
정신

49 26 54 40 66 48 82 58 95 69 102 83 101 91 107 103 113 110 113 115 114 116 112 116 490 293 522 300

기타 154 40 230 77 311 104 387 131 461 162 534 184 568 199 597 217 611 220 610 230 582 227 531 218 1,143 407 1,113 412
계

2,902

3,330

3,738

4,126

4,470

4,815

5,002

5,247

5,372

5,409

5,385

5,170

주 : 건강검진코호트DB 통계표 재정리(https://nhiss.nhis.or.kr/bd/ab/bdaba002cv.do#)

30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코호트DB 사용자매뉴얼(v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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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96

46,825

[건강검진코호트DB 세부내역]
구분

설명

세부자료내역

자격DB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외국 ∘성, 연령 등 사회경제적 변수, 장애등록
인 제외)들의 자격관리를 위한 자료
관련 정보, 사망관련 정보(13개 변수)

진료DB

∘대상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등을
∘명세서,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전교수
받은 내역에 대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
상세내역의 10개 세부DB
급여가 청구된 자료

건강검진 ∘건강검진 주요 결과 및 문진에 의한 생활
습관 및 행태관련 자료
DB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구
강검진(일반), 구강검진(생애) 4개로 구
분하여 연도별 제공

요양기관
∘요양기관 자료
DB

∘요양기관 종별, 설립구분 등(10개 변수)

(3) 노인코호트DB
노인성 질환의 위험요인과 예후 분석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지원을 위하
여 구축된 자료이다. 2002년 자격유지자 중 만60세 이상 대상자 약 55만명에 대한
14개년(2002-2015) 동안의 사회·경제적변수, 의료이용, 요양기관 현황, 노인장기요
양 서비스 현황을 코호트형식으로 구축한 연구용DB이다. 전 국민의 10% 단순무작
위추출하여 자격DB, 진료DB, 건강검진DB, 요양기관DB, 노인장기요양DB를 구축
하였다.305)
<표 Ⅲ-3> 노인코호트 DB내 성별 및 장애중증도/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 수
연도 2002
성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2,1841,4862,4221,7172,5291,9092,5932,0562,6452,2152,6462,362,5642,4172,4642,4342,4132,4362,3242,3782,1852,281,9702,1221,8852,0482,1832,310

장애 중증 945 7011,0377991,0708661,0849051,1129471,10 9841,044991 963 978 924 961 864 909 777 826 662 748 619 718 686 776
중증
도 경증 1,2397851,3859181,4591,0431,5091,151,5331,2681,5451,3771,5201,4261,501,4561,4891,4751,4601,4691,4081,4551,3081,3741,2661,3301,4971,534
지체 601 387 622 432 590 468 557 486 529 502 487 524 442 529 394 522 373 518 364 486 345 437 307 388 314 393 363 447
장애 뇌병변 264 159 301 193 321 221 335 234 348 252 360 276 358 283 346 281 338 299 328 314 308 323 270 299 336 363 452 468
유형 시각 319 272 346 314 354 345 363 370 370 387 368 414 344 440 342 457 342 458 336 452 317 440 295 411 265 372 300 400
청각 301 294 332 329 344 355 351 381 356 409 359 426 352 434 331 442 328 441 311 429 304 419 274 400 265 356 341 427
305)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코호트DB 사용자매뉴얼(ver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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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2
성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언어 307 88 327 97 322 102 327 103 325 109 320 108 307 105 299 105 291 101 271 102 250 101 233 96 102 116 94 109
지적 145 104 156 111 164 120 164 127 162 134 159 136 154 132 147 128 144 131 141 132 131 128 120 125 69 125 62 117
정신 57 62 68 80 78 94 83 109 91 124 99 141 105 149 102 156 101 157 95 148 89 137 80 137 71 75 129 108
기타 190 120 270 161 356 204 413 246 464 298 494 336 502 345 503 343 496 331 478 315 441 296 391 266 463 248 442 234
계

3,670

4,139

4,438

4,649

4,860

5,007

4,981

4,898

4,849

4,702

4,466

4,092

3,933

4,493

주 : 표본코호트DB 통계표 재정리(https://nhiss.nhis.or.kr/bd/ab/bdaba002cv.do#)

[노인코호트DB 세부내역]
구분

설명

세부자료내역

자격DB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 ∘인구사회학적 정보, 사망관련 정보, 건강보장
자(외국인 제외)들의 자격관리를 위 유형, 사회경제적 수준 및 기타 정보(13개
한 자료
변수)

진료DB

∘대상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등을 받은 내역에 대해 요양기관으
로부터 요양급여가 청구된 자료

∘의료기관 이용정보, 요양급여비용, 진료과목
및 진료상병정보, 상세진료내역, 원내외 처방
전 의약품 처방내역에 따라 3개 서식별, 10
개 세부DB

건강검진 ∘건강검진 주요 결과 및 문진에 의한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DB
생활습관 및 행태관련 자료
(일반건강검진은 2012년부터 구축)
요양기관
∘요양기관 자료
DB

∘요양기관 종별, 설립구분 등(10개 변수)

노인장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및 이용
요양DB 관련 정보

∘노인장기요양신청 및 판정 결과, 인정요구조
사 사항 등 서비스 신청, 조사, 이용에 따라
5개 세부DB(142개 변수)

(4) 직장여성코호트DB
직장여성코호트DB는 직장여성의 건강행태와 주요 질병 현황 분석을 위해 2007
년 12월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여성 15~64세(생산가능인구) 371만명의 5%인
약 18만 명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9개년(2007-2015)의 자격 및 소득정보(사
회경제적 변수), 병의원 이용내역 및 건강검진결과, 요양기관 정보, 사업장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306)
306)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여성코호트DB 사용자매뉴얼(v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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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직장여성코호트 DB내 성별 및 장애중증도/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 수
연도
성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계

1,889

1,929

2,291

2,477

2,577

2,641

2,620

2,643

2,687

장애 중증
중증
도 경증

330

334

375

392

406

421

416

423

432

1,559

1,595

1,916

2,085

2,171

2,220

2,204

2,220

2,255

계

1,886

1,926

2,288

2,474

2,574

2,638

2,617

2,640

2,684

1,121

1,148

1,393

1,503

1,547

1,571

1,557

1,566

1,571

지체
뇌병변

49

52

77

88

103

111

105

105

120

시각

261

261

284

310

329

342

343

343

348

장애 청각
유형 언어

238

242

281

296

306

311

310

311

317

78

78

80

82

83

82

79

80

80

지적

35

36

44

53

55

60

60

60

61

정신

40

42

47

55

64

75

77

86

93

기타

64

67

82

87

87

86

86

89

94

주) 표본코호트DB 통계표 재정리(https://nhiss.nhis.or.kr/bd/ab/bdaba002cv.do#)

[직장여성코호트DB 세부내역]
구분
자격DB

설명

세부자료내역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외국인 ∘사회경제적 변수, 장애등록 관련 정보,
제외)들의 자격관리를 위한 자료
사업장 관련 정보(19개 변수)

∘대상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등을
진료DB 받은 내역에 대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
여가 청구된 자료

∘의료기관 이용정보, 요양급여비용, 진료
과목 및 진료상병정보, 상세진료내역,
원내외 처방전 의약품 처방내역에 따라
3개 서식별, 10개 세부DB

건강검 ∘건강검진 주요 결과 및 문진에 의한 생활습
관 및 행태관련 자료
진DB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일반건강검진은 2007-2008, 2009-2015
자료로 별도 구성/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2007-2015 자료)

요양기
∘요양기관 자료
관DB

∘요양기관 종별, 설립구분 등(10개 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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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유아검진코호트DB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중심의 의료이용 및 건강결과 분석을 위해 영유아검진
1~2차를 1회 이상 받은 전체 수검자 중 2008~2012년 출생자를 추출하여 각 출생연
도별 5% 표본추출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이다. 구축기간은 2008-2015년 8개년으
로 코호트 형식으로 구축되었으며, 자격 및 소득정보, 병원 및 의원 이용내역 및
건강검진결과, 요양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DB의 구성은 자격DB, 진료DB, 검
진DB, 요양기관DB로 구성되어 있다.307)
<표 Ⅲ-5> 영유아검진코호트 DB내 성별 및 장애중증도/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 수
2008

연도
성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1

2

6

6

21

14

48

28

64

38

74

43

121

56

132

60

장애 중증
중증
도 경증

1

1

5

3

11

8

26

19

39

24

43

29

73

35

81

40

0

1

1

3

10

6

22

9

25

14

31

14

48

21

51

20

지체

0

0

1

0

3

0

4

0

5

0

5

0

6

1

6

1

뇌병변

0

0

3

2

9

5

16

15

23

17

25

19

27

21

27

21

장애 시각
유형 청각

1

1

1

2

2

2

3

2

3

2

4

2

5

2

4

2

0

0

1

1

5

5

11

5

12

9

12

10

17

10

17

10

언어

0

1

0

1

1

1

7

4

10

7

13

9

29

11

36

12

기타

0

0

0

0

1

1

7

2

11

3

15

3

37

11

42

계

3

12

35

76

102

117

177

14
192

주 : 표본코호트DB 통계자료 재정리

[영유아검진 코호트DB 세부내역]
구분

설명

세부자료내역

자격DB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외국
∘사회경제적 변수, 사망관련(10개 변수)
인 제외)들의 자격관리를 위한 자료

진료DB

∘대상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등을
∘명세서,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전교부
받은 내역에 대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
상세내역의 10개 세부DB
급여가 청구된 자료

건강검진 ∘건강검진 주요 결과 및 문진에 의한 생활 ∘영유아건강검진(차수별 자료, 63~101개
307)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검진코호트DB 사용자매뉴얼(v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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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DB

습관 및 행태관련 자료

요양기관
∘요양기관 자료
DB

세부자료내역
변수), 영유아구강검진(차수별
73~121개 변수)

자료,

∘요양기관 종별, 설립구분 등(10개 변수)

4) 뉴스빅데이터 빅카인즈시스템
뉴스 기사는 텍스트, 사진, 그래프 등을 중심으로 작성된 비정형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모으는 데이터베이스로 빅데이터의 일반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긍희
외, 2014; 이긍희 2017에서 재인용)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주요 언론사의 뉴스를 수
집하는 시스템을 통해 형태소 분석, 개체명 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 기사를 분석하
는 뉴스분석 시스템(BIG KINDS)308)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뉴스를 저장하고,
1990년 이후 언론기관들의 뉴스 기사를 일별별로 축적 자연어 처리한 후 공개하고
있다.309) 서울, 경기 등 7개 지역별 54개 언론사의 뉴스 검색이 가능하고, 언론매체
는 중앙지, 경제지, 지역종합지, 방송사, 전문지가 있다. 이는 참고를 참조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주제별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자료를 주기적으로 공
개하고 있는데, ‘장애인’도 공개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빅카이즈시스템은 메타데이
터의 직접적 활용뿐만 아니라, 키워드를 통해 개체명 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이 가
능하다.

[그림 Ⅲ-2] 장애인 관련 메타데이터 제공 화면
308) 신문기사.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이즈’ 공식 출범”. http://www.bloter.net/archives/254773
309) 이긍희 (2017). 뉴스 빅데이터를 이용한 경기 판단 : 빅카인즈 뉴스 경기지수의 개발, 통계연구, 제22권
제2호, pp. 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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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장애인 관련 메타데이터
구분

내용

제공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제공
데이터명

장애인 관련 메타데이터(1990.01.01-2018.07.31.)

포함정보

∘1990.01.01-2018.07.31 신문기사 중 ‘장애인’키워드가 포함된 뉴스메타정보
∘일자, 제목, 언론사명, 명사 추출 정보, 기사본문 등

수집시점

수시

수집원

신문기사

뉴스 기사는 블로그, 트위터 등 다른 텍스트데이터에 비해 헤드라인, 키워드 등
이 포함된 표준화된 형식을 갖추어, 문법적 완성도가 높아 다른 텍스트 데이터보다
데이터 분석에 유용하다(박대민, 2016; 이긍희 2017에서 재인용). 다음은 이러한 뉴
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의 일부이다. 분석결과 2017년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뉴스
검색 결과는 총 5만 1861건 이었으며,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을 검색어로 도출
한 연관 뉴스는 2017년 177건, 2018년 230건, 2019년 48건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
혁명”과 “장애인”을 연관어로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이 가장 연관도가 높았으며, 사
물인터넷, 일자리, 빅데이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310)

출처 :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을 검색어로 입력하여 분석한 결과

[그림 Ⅲ-3]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분석
310) 국민일보(2019.6.26.) 장애인먼저,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신문보도 분석 발표: 장애인의 사회참여 언론사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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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311)의 경우 뉴스빅데이터와 ICT 분야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는 ICT 분야 뉴스분석
데이터를 API 형태로 제공하고, KISDI는 이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ICT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KISDI는 이 과정에서 생성된 ICT 관련 단어사전을 재단
에 제공하고 재단은 ‘빅카인즈’에 연계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
이다.
재단이 2015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는 언론
계의 뉴스 제작, 학계의 논문 및 연구보고서 작성,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참고) 뉴스빅카이즈 시스템의 수록 기사 현황
구분

언론사명

데이터시작시점

경향신문
국민일보
1)

중앙지
(방송
포함)

구분

언론사명

데이터시작시점

1990.01

경남신문

2008.01

1990.01

경상일보

2003.01

국제신문

1990.01

지방지
(방송포
함)

내일신문

2003.10

매일경제

1995.01

대구일보

2006.09

문화일보

1996.12

매일신문

1996.01

서울경제

1996.10

부산일보

1991.01

서울신문

1990.01

영남일보

2010.05

세계일보

1990.01

울산매일

2011.01

파이낸셜뉴스

2001.11

광주일보

2008.01

한겨례

1990.01

무등일보

2008.02

한국경제

1995.01

전남일보

2007.07

한국일보

1990.01

전북도민일보

1994.07

헤럴드경제

2000.01

전북일보

2008.02

MBC

1997.04

대전일보

2008.02

5)

2)

KBS

1997.01

중도일보

2000.01

SBS

1997.11

중부매일

1990.11

YTN

2015.04

충북일보3)

2007.11

조선일보5)

2018.01

충청일보

2011.10

311) 중앙일보(2018.5.30.) 한국언론재단·정보통신정책연구원, 빅카이즈 활용 ICT 연구 업무협력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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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방지
(방송포
함)

언론사명

데이터시작시점

구분

언론사명

데이터시작시점

5)

아주경제

2008.02

충청투데이

1998.08

동아일보5)

2018.01

제민일보

1997.09

중앙일보5)

2018.01

한라일보

2002.07

OBS

2016.11

경기일보

2008.02

경인일보

2008.08

강원도민일보

1993.10

경남도민일보

2001.10

4)

5)

강원일보
전자
신문

2008.02

디지털타임스

2000.02

전자신문

1994.01

출처 : 이긍희 (2017). 뉴스 빅데이터를 이용한 경기 판단 : 빅카인즈 뉴스 경기지수의 개발, 통계연구, 제22권 제
2호, pp. 67-94.에서 발췌하여 자료 업데이트.
주: 1) 내일신문의 누락기간 : 2004.03, 2013.06.01., 2013.11~2015.03
2) 중도일보 누락기간 : 2003.03.09.~2003.08.31
3) 충북일보 누락기간 : 2007.02.01.~2008.025.16
4) 충청투데이 누락기간 : 2001.11
5) KBS : 2019.5.24 기준으로 추가
조선일보, 아주경제, 강원일보 : 2018.12.01 기준으로 추가
https://www.bigkinds.or.kr/v2/intro/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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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1) 개요
장애분야 빅데이터는 다양한 형식의 대용량 데이터, 흔히 3V, 4V 또는 5V 의미를
갖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최근 트렌드를 감안할 때 데이
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즉, 데이터의 규모가 관련 자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데이터, 실시간으로
수집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 축적되어 규모가 방대해진 데이터, 장애인정책 수
행과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발행되었던 자료들이 된다. 따라서 장애분야 빅데이터
로 간주 할 수 있는 혹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현재 수집·
축적되어 빅데이터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살펴보았다.
데이터들은 장애인관련 정보만을 생산하기 위해 수집·축적되고 있는 것은 아니
었다.312) 그러나 일부분 이나마 장애관련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수집되
고 있었으며, 원자료 역시 공개데이터로 제공되고 있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장애분야 빅데이터의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활용 가능한 데
이터의 추가적 확보와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장애인정책 이슈 탐색 측면에서의 빅데이터 DB
앞 장에서 살펴보면 빅데이터 분석 사례와 본 장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이터들의 형태는 주로 정형데이터였다. 그러나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
가 더욱 활발해지고, 관심이 높아질수록 정책 이슈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장애분야에서도 최근 비정형 데이터인 뉴스데이터를 분석하여 장애관련 이슈를
파악하려는 시도(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키워드 분석 등)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까지 장애분야에서는 관련 연구가 활발하진 않은 실정이지만, 김경훈 외(2017)가

312) 장애 빅데이터 현황, 국가승인통계에서 장애인 관련은 10개도 안돼 (출처) 미디어생활 (2018.11.21.) 장애
인 건강권 보장 위해 공공 빅데이터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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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였듯이, 비정형데이터의 활용은 정책 수용자의 의견 청취, 새로운 시각에서
의 정책 방안 모색 및 특정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313)
그러나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DB확보와 분석 시
스템을 필요로 한다. 일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주요 언론사의 뉴스를 수집
하는 시스템을 통해 형태소 분석, 개체명 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 기사를 분석하는
뉴스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저장하는 뉴스 저장 시스템인 빅카인즈(Big
Kinds)314)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하고 있다.
장애분야에서는 뉴스 자원을 수집하여 별도의 뉴스빅데이터 DB 구축315)도 하나
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여의치 않는다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빅카이즈와 같은
뉴스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경우, 2018년부터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의 ICT분야 뉴스분석 데이
터를 API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316) 이는 KISDI와 한국언론진흥재
단과의 협업을 통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를 통해 KISDI는 정기적으로 ICT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고, 이 과정에서 생성된 ICT 관련 단어사전을 재단에 제공하
고 재단은 ‘빅카인즈’에 연계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장
애분야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장애인정책 이슈 탐색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DB 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빅데이터와 통계
장애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검토에는 통계 생산 가능성 측면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사자료의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생
313) 김경훈 외 (2017). ICT 정책에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14) 빅카인즈(BIGKINDs)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국대 최대 규모의 기사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만든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로서 ‘90년부터 46개 매체의 약 4,600만건의
뉴스콘텐츠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출처) KISDI STAT Report, vol. 18-23. 2018.12.15.
315) 문유경 외 (2017)은 데이터가 생산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출처) 문유경
외 (2017).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여성정책연구원.
316) 매일경제 (2018.5.30.) 한국언론진흥재단·KISDI, ‘빅카이즈’ 활용 ICT 연구 업무협력.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8/05/3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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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므로 장애관련 정보를 얻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빅데이터는
기존의 통계로는 얻기 어려운 정보(장애인 복지카드 사용이력을 활용하여 장애인
유동인구 파악, 장애인콜택시 운영 정보를 활용하여 이동이 많은 지역 분석 등)를
확보할 수 있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
인용 점자유도블록 정비대상 우선순위 선정 분석사례317)에서는 조사자료와 빅데이
터 분석을 혼합하여 우선 정비 지역 도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UNECE)318)에서도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수집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생산은 SDGs319)320)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지점이다.
SDGs 이행 과정에서 전례 없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SDGs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을 별도의 17번째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행 수단으로는 재원,
기술 등과 함께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321)
317) 이는 보고서의 2장 3절의 장애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중 국내사례에서 소개하고 있다.
318) 공식통계로서의 빅데이터(2019.1.3. 빅데이터통계과) 인용: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수집에 관한 패러다임
의 변화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 데이터 소스를 결합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흥미로운 도전과제이다. 조사 및 행정
자료와 같은 전통적인 데이터 소스와 새로운 데이터 소스와의 결합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소스 간의
결합은 “스마트” 커뮤니티의 행동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기회를 열수
있는 미개척 분야라 할 수 있다. (원문) UNECE (2013). What does “Big data” mean for official
statistics?
319)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국제법, 유엔헌장의 목적 및 원칙,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협약, 새천년 선언문,
2005 세계정상회의문서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10항, 19항), 모든 국가의 유엔헌장 준수 의무를 강조하
며(19항),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맞추어 추진될 것(18항) 이다. (출처) 오정화, 박영실
(2015).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 중 제1장의 ‘다. 이행의 기반’. 통계청
통계개발원.
320)∘Big Dat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www.un.org/en/sections/issues-depth/big-data-sustainable-development/index.html
∘ABBAS, MAAROOF. (2015). BIG DATA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1_Big%20Data%202030%20Agenda_stock-taking%
20report_25.01.16.pdf
∘United Nations Expert Group Meeting on Disability Data and Statistics,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Way Forward-a Disability-Inclusive Agenda Towards 2015 and Beyond
https://www.un.org/disabilities/documents/egm2014/EGM_FINAL_08102014.pdf
321) 17.18 :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disaggregated)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도국
의 역량 구축 지원.」(출처) 박영실, 이영미, 김인겸 (2018).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
행현황. 통계청 통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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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Expert Group Meeting (2015)322)는 ICT 분야의 발전으로 생산되는 원천데이
터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장애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장
애관련 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타나고 있
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Open data 패러다임은 장애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장애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은 새로운 통계의 발
굴·생산 관점까지 확장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면, 좀 더 다양한 해결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9.4.12.)323)는 사회보장 빅데이터 정
보를 활용한 정책 분석·결정 및 연구를 지원하고, 분산된(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바
우처, 보육 등) 정보통계시스템을 통합하여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할 계획을 가
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기관·학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보장 빅데이
터를 통계 분석, 학술·정책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
에 있다. 이때 장애정보를 포함하고, 일반연구자에게 장애인과 관련한 사회보장
DB를 함께 제공한다면 장애분야만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민간정보, 개별정보보호 이슈를 동반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므로 처
음 설계 단계에서 장애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비식별화 조치, 통계적 노출제어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연구자에게 공개되어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에
비춰볼 때 충분히 연구 및 정책분석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개 가능할 것이라 판
단된다. 이러한 장애정보를 포함한 사회보장빅데이터는 자연스럽게 데이터 연계
(data linkage) 등을 통한 새로운 빅데이터의 생산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산

322) United Nations Expert Group Meeting on Disability Data and Statistics,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Way Forward-a Disability-Inclusive Agenda Towards 2015 and Beyond (2014)
32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4.12.)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구축
한다.”- 5대 전략별 핵심 과제 中 「4.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분석·결정 지원시스템」 : 사회보장 빅
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정책 분석·결정 및 연구를 지원하고, 분산된(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바우처, 보육 등)
정보통계시스템을 통합하여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연구기관·학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
보장 빅데이터를 통계 분석, 학술·정책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 데이
터 분석실 확대(현 사회보장정보원 내 1석), 온라인 분석지원(계정) 시스템 구축, 데이터 개방 포털시스템
설치·운영 등 고객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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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들과의 연계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빅
데이터 연구가 필요한 장애분야의 주제를 발굴하고 장애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빅데이터 생산·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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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험분석(pilot test):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 활용

1

개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빅데이터를 통한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현상 관찰은
빅데이터의 활용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빅데이터의 장애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여부와 생활습관에 따른 고혈압 및
당뇨발병과의 연관성, 생활습관 패턴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장애관련 정
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DB 연계 및 대상자 추출 방법을 살펴봄으로서 표
본코호트DB의 장애관련 정보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본 분석을 위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를 받았으며(P01-201903-22-008),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심의를 거친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반출
승인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는 실제 측정된 개인의 건강검진 자료와 의료
이용 자료로 전 국민의 2%(100만명)의 자격 및 보험료(사회경제적변수), 건강검진
결과 및 병·의원 이용내역 등을 코호트 형식으로 구축한 자료이다.324) 이는 청구
일 중심으로 수집되었던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전수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존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자가 기입을 통해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때
문에 의료이용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공단 표본코호트DB는 실제 계측한 신장, 체중, 허리둘레 및 신체에 관한 정보와 청
구 자료에 기반한 의료비,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대
표성 있는 자료라는 장점을 가진다(김다양 외, 2017).325)
표본코호트DB는 총 4개 DB로 구성되어 있으며(자격 및 보험료DB, 출생 및 사망
테이블, 진료DB, 검진DB),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에 대해 연구용으로 일정
한 심의 절차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
자의 진료내역 정보가 공단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표본코호트DB 2.0은 2006년 기
준으로 전국민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표본 전체의 전향적(2006~2015) 진료내역 정보
가 제공 되고 있다.326)
324) 박종헌.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활용 방법(제5회 임상연구방법론 워크숍),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
실 전문연구원.
325) 김다양, 곽진미, 최소영, 이광수. (2017). 비만이 의료비와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분석, 보건의료산업학회
지, vol. 11, no. 3, pp.65-78.
326)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실 (2017). 표본코호트2.0 DB 사용자 매뉴얼 (V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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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보험료DB에는 보험 가입자의 생년월일, 성별, 나이, 거주 지역, 장애인
등록자료(장애등급, 장애유형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진료DB에는 요양기관, 상병
명, 내원일수, 요양개시일, 진료과목 등의 명세서 일반내역, 병원 내의 처치 및 수
술, 원내 약처방, 투여량, 진료비 등의 진료내역, 부상병을 추가한 상세 수신자 상병
내역, 원외 처방약, 투약량, 투여일수, 약물정보 등의 처방전교부 상세내역이 포함
되어 있다. 검진DB에는 실측 데이터와 문진자료(생활습관, 가족력, 과거력 등)가
포함되어 있다. 자격DB는 한 사람당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검진DB 등은
한 사람당 여러 건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 규모가 매우 크다 (김동욱 외, 2017
).327) 따라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DB별로 필요한
자료를 연계한 후에 분석대상자 추출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자격 및 보험료DB의 장애관련 정보와 검진DB가 포함하고 있는 흡
연, 음주, 신체활동(운동) (이하, 생활습관), 진료DB의 주·부상병 정보 등를 활용
하여 생활습관에 따른 고혈압 및 당뇨의 영향력을 확인해 보았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연계 및 정리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원격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SAS328)를
활용하였다.
<표 Ⅳ-1> 표본코호트DB 현황 및 활용 변수
DB명

건수(백만건)

용량

활용 변수명

자격 및 보험료 DB

14

674.2MB

기준년도, 개인고유번호, 성별, 가입자구분,
장애중증도구분, 장애유형구분 등

출생 및 사망

1

39.5MB 개인고유번호, 출생년도 등

진료
DB

일반내역(M20)

153

17.1GB

개인고유번호, 요양개시일자, 주상병, 부상
병329) 등

상병내역(T40)

404

22.9GB

개인고유번호, 요양개시일자, 상병분류구분
코드

327) 김동욱 외 (2017). 건강보험 청구자료에 근거한 질병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연구. 일산병원.
3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석을 위해 제공하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SAS, R이며, 이는 원격서버내에서 작
업이 가능 하다.
329) 상병 코드는 국제질환분류 ICD-10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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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명

건수(백만건)

330)

2
2009-2015

활용 변수명
검진년도, 개인고유번호, 과거병력코드
(1,2,3), 가족력(고혈압, 당뇨), 흡연상태,
음주습관, 1주 운동횟수 등

2003-2008
건강
검진
DB

용량

675.0MB 검진년도, 개인고유번호, 과거력(고혈압, 당
뇨병), 가족력(고혈압, 당뇨병), 흡연상태,
음주습관, 1주_20분이상 격렬한 운동,
1주_30분 이상 중간정도 운동, 1주_총
30분 이상 걷기 운동 등

330) 검진DB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습관(흡연, 음주, 신체활동(운동)) 정보는 검진제도 개편으로 2009년부터 문
진항목에 변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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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연계 및 분석대상자 추출33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는 자격 및 보험료DB, 출생 및 사망DB, 진료
DB, 검진DB, 요양기관DB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년~2015년까지의 의료정보가 포
함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DB간 연계 및 데이터 정리가 필
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관련 정보332)를 가진 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
기 위해서는 장애인 자격 정보 및 성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격 및 보험료DB와
출생년월을 포함하고 있는 출생 및 사망DB를 연계해야 한다. 기준연도 이후 장애
인의 고혈압, 당뇨 질환 발병 여부 주‧부상병 기준으로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
애인 자격정보를 담고 있는 자격 및 보험료DB, 주‧부상병333) 정보를 담고 있는 진
료DB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때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고자 하면
추가적으로 검진DB와의 연계가 필요하게 된다. 즉 분석용 데이터 구성을 위해서는
자격 및 보험료DB, 출생 및 사망DB, 검진DB, 진료DB간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본 절에서는 검진DB에 포함되어 있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운동)(이하, 생활습
관) 정보를 활용하여 생활습관에 따른 고혈압 및 당뇨 발병의 영향력334)을 살펴보
331) 가. 자격 및 보험료 테이블 변수 항목
변수명

변수설명

STD_YYYY

기준년도

RN_INDI

개인고유번호

SEX

성

CTRB_Q10

보험료분위 10분위

DSB_SVRT_CD

장애중증도구분

DSB_TYPE_CD

장애유형구분

변수값 설명
구축기준년도
개인고유번호(7자리), 연계코드
1: 남, 2: 여
1~10분위
0: 해당없음 1: 중증(1~2등급) 2: 경증(3~6등급)
0: 해당없음,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9: 기타장애

주) 기타장애(9) :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나. 표본코호트DB 2.0의 추출 기준시점은 2006년이다. 의료수급권자의 진료내역 정보가 2006년부터 공단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2006년 기준으로 전국민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표본 전체의 전향적(2006~2015)
진료내역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의 편의를 위해 2006년 기준 표본의 후향적
(2002-2005) 진료내역 정보도 제공되나, 이 정보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내역이 누락되어 있음
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2017.6). 표본코호트2.0 DB 사용자 매뉴얼 Ver 1.0.
332) 장애관련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장애정보이다. 2가지 이상 장애를 등록한 경우(복합장애)는 장애
등급이 높은 장애 정보로 구축되어 있으며, 장애등급이 동일한 경우는 추가로 등록된 장애정보이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2017.6). 표본코호트2.0 DB 사용자 매뉴얼 Ver 1.0.
333) 주상병은 지료기간 중 치료나 검사 등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상병, 부상병은 진료기간 중 주상
병과 함께 있었거나 발생된 상병으로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상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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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필요한 DB간 연계 절차를 살펴본다. 그리고 추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과 고혈압 및 당뇨와의 연관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는 다음절에 분석결과
로 제시하였다.
분석에서는 2006년 이후부터의 자료를 활용 하였다. 이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권자 전체에 대한 진료명세서와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내역 등을 2006년 데이터
부터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생활습관에 따른 고혈압 및 당뇨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장애인 자격 정
보와 생활습관, 주·부상병 정보가 필요하다. 본 절의 전체적인 데이터 연계 구조는
자격 및 보험료DB를 중심으로 검진DB와 진료DB를 연계하고, 각 관측치마다 장애
인자격, 흡연, 음주, 신체활동(운동), 주상별, 부상병, 과거력, 가족력 등의 정보를
추출하였다. 이때 대상자 정보 연계는 2006년을 기준으로 장애관련 정보를 가지고,
건강검진DB 및 진료DB에 정보가 있는 경우 이다.
장애관련 정보는 자격 및 보험료DB, 연령은 출생 및 사망DB의 출생년도 정보를
활용하며, 검진DB는 생활습관(흡연, 음주, 신체활동(운동))과 관련한 정보를 포함
하고 있다. 진료DB는 요양개시일자와 주·부상병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당뇨 및
고혈압 진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자격 및 보험료DB와 출생 및 사망DB를 연계한 후335) 연령대별 장애인과
비장애인 현황 이다. 자격 및 보험료 테이블의 자격기준(std_yyyy) 변수에서 2006년
에 장애인자격을 가진 장애인은 34,088명이다.

334) 과거의 생활습관이 현재의 고혈압 및 당뇨 발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진행된 것으로, 생활습관
특성의 기준연도는 2006년이다. 고혈압 및 당뇨 발병 여부는 기준연도부터 추적기간(2015년)까지 고혈압
및 당뇨가 발병 하였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주‧부상병에 고혈압 및 당뇨 질환 코드가 있는 첫 번째 요
양개시일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335) 자격 및 보험료DB(기준연도:2006년) : nsc2_bnc06, 출생 및 보험료DB : nsc2_bnd
proc sql; create table bnc_d as
select a.*, b.*
from nsc2_bnc06 as , nsc2_bnc as b
where a.rn_indi=b.rn_indi
order by rn_indi;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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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연령대별 현황

연령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장애중증도
중증

경증

장애유형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기타

40세미만 576,042 569,416 6,626 2,795 3,831 2,745

406

613

426

2,436

40-49세 144,274 170,753 6,521 1,556 4,965 4,110

278

596

409

1,128

50세이상 267,892 246,951 20,941 4,784 16,157 11,841 2,417 2,477 2,345 1,861
계

1,021,208 987,120 34,088 9,135 24,953 18,696 3,101 3,686 3,180 5,425

주 : 기준연도 : 2006년

생활습관에 따른 고혈압 및 당뇨 발병의 연관성 분석에 필요한 대상자를 추출하
기 위해, 생활습관관련 정보로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운동)을 활용하였다. 2009년
이후 문진항목 변화로 2002년-2008년까지의 검진DB와 2009년-2015년까지의 검진
DB를 연계336) 하였다.
고혈압 및 당뇨의 발병여부는 2006년 이후 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추적기간 동
안 고혈압 및 당뇨관련 상병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기준년도 이전에 진료DB상에 주·부상병으로 고혈압, 당뇨 질환 정보가 있는 경우
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검진DB상에 과거력으로 고혈압, 당뇨 질환이
있는 경우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337) 이때 당뇨 및 고혈압 여부는 진료DB의
주상병(sick_sym1)과 부상병(sick_sym2) 요양개시일자(mdcare_strt_dt)를 기준으로
하였다. 요양개시일자 중 가장 빠른 일자를 최초 발병 시점으로 간주하였다. 주·
부상병 코드는 ICD-10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데이터 추출시 국민건강보험공
단의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과거력의 경우는 검진DB의 과거력
변수를 활용하였다.
336) 흡연(Q_SMK_YN), 음주(Q_DRK_FRQ_v0108, Q_DRK_FRQ_V09N), 운동(Q_PA_FRQ, Q_PA_VD
Q_PA_MD Q_PA_WALK)
data habit;
set nsc2_G1E_0208(keep = EXMD_BZ_YYYY RN_INDI
Q_SMK_YN
Q_DRK_FRQ_v0108
Q_PA_FRQ)
nsc2_G1E_0915(keep = EXMD_BZ_YYYY RN_INDI Q_SMK_YN Q_DRK_FRQ_V09N Q_PA_VD
Q_PA_MD Q_PA_WALK);
run;

337) https://nhiss.nhis.or.kr/bd/ad/bdada004cv.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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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고혈압 및 당뇨의 진단코드(ICD-10)338)
구분

상병기호

구분

상병기호

고혈압

I10-I15

당뇨

E10-E14

최종적으로 생활습관(흡연, 음주, 신체활동(운동)) 정보가 존재하면서, 검진DB상
과거력으로 고혈압 질환 관련 이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서, 추적기간
(2006~2015) 이전의 진료DB에 주᛫부상병으로 고혈압관련 상병 정보를 가진 대상자
는 제외한 결과339), 분석 대상자는 총 162,363명이다. 이 중에서 장애인은 5,175명
비장애인은 157,188명이다. 동일한 과정으로 진료DB상에서 주‧부상병 정보로 당뇨
질환이 없고, 검진DB상 생활습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당뇨관련 과거력이 없
는 것으로 확인되는 대상자는 총 170,969명이다. 데이터로 구성된 변수는 하단의
<표>와 같다.

338) 상병 (주상병 또는 부상병) 중 당뇨질환 관련 코드가 있는 경우 데이터 추출
proc sql;
create table m20 as
select rn_indi, MDCARE_STRT_DT, sick_sym1, sick_sym2, std_yyyy
from NSC2_M20
where substr(sick_sym1,1) between 'E10' and 'E14' or substr(sick_sym2,1) between 'E10' and
'E14'
order by rn_indi;
run;

339) 추적기간 이전 즉, 2006년 이전 당뇨에 대한 과거력이 있거나, 주᛫부상병에 당뇨질환관련 상병코드
(E10-E14)가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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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분석 데이터주3)

자격 및 보험료DB
구분

인원(명)

전체

1,021,20
8

장애인
비장애인

<고혈압>
출생 및
사망DB

<제외주2)>

34,088

‧ 진료DB의
주‧부상병의

987,120

⇨

요양개시일이

\

기준년도
연계
연계

인원(명)

전체

162,363

장애인

5,175

비장애인

157,188

이전인 대상자

연계

⇨ ‧ 검진DB에

과거력 정보를

<당뇨>

가진 대상자

⇨
진료DB

구분

검진DB

구분

인원(명)

전체

170,969

장애인

5,759

비장애인

165,210

주 1) 자격 및 보험료DB 기준년도 : 2006년
2) 주·부상병 및 과거력 정보는 당뇨, 고혈압에 따라 각각 데이터를 추출
3) 검진년도 기준년도 : 2006년.
[그림 Ⅳ-1] 분석대상자 추출 프레임 : 추적기간 (2006년 ~ 2015년)

<표 Ⅳ-4>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에서 DB 연계한 변수 목록
변수명 및 변수설명
성

가입자 구분

장애중증도구분

170

내용
SEX

GAIBJA_TYPE

DSB_SVRT_CD

DB명

1: 남 2: 여
1:
5:
7:
8:

지역세대주, 2: 지역세대원
직장가입, 6: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세대주,
의료급여세대원

1: 중증(1~2등급)
2: 경증(3~6등급)
0: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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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보험료DB

변수명 및 변수설명

내용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9: 기타장애, 0: 해당없음

장애유형구분

DSB_TYPE_CD

소득분위

CTRB_Q10

지역 및 직장가입자 각 10분위

출생년도

BTH_YYYY

출생년도

요양개시일자

MDCARE_STRT_DT

최초내원일자(수진자가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일자)

주상병

SICK_SYM1

주된 상병분류기호

부상병

SICK_SYM2

주된 상병분류기호

검진연월

HME_YYYYMM

(본인)과거병력코드1
(본인)과거병력코드2
(본인)과거병력코드3

출생 및
사망DB
진료DB
(명세서
내역)

건강검진연월

Q_PHX1_DZ_V0208 *과거병력코드
과거병력을 3개까지 기입 가능
1: 결핵 2: 간염
Q_PHX2_DZ_V0208 3: 간장질환 4: 고혈압
5: 심장병 6: 뇌졸중
7: 당뇨병 8: 암
Q_PHX3_DZ_V0208 9: 기타질환

(가족력)고혈압유무

Q_FHX_HTN

(가족력)당뇨병유무

Q_FHX_DM

음주습관

DB명

1: 없음
2: 있음

1:
2:
Q_DRK_FRQ_V0108 3:
4:
5:

(거의) 마시지 않는다
월2-3회 정도 마신다
일주일에 1-2회 마신다
일주일에 3-4회 마신다
거의 매일 마신다

흡연상태

Q_SMK_YN

1: 피우지 않는다
2: 과거에는 피웠으나 지금은 끊었
다
3: 현재도 피운다

1주 운동횟수

Q_PA_FRQ

1: 안한다 2: 1-2회
3: 3-4회 4: 5-6회
5: 거의 매일

검진DB

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2017). 표본코호트DB 2.0 사용자매뉴얼, ve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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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3
1) 개요

본 절에서는 생활습관에 따른 고혈압/당뇨 발생의 영향력과 발병비율의 차이, 생
활습관 패턴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
들은 추적기간 이전 검진DB상의 관련 질환 발병에 대한 과거력과 진료DB에 주·
부상병 정보가 없는 대상자 중, 추적기간 이후 고혈압 및 당뇨가 발병한 대상자이
다.340)
<표 Ⅳ-5> 인구학적 특성
전체

구분
고
혈
압

남자

계

남자

여자

장애인
계

남자

여자

계

40세미만

38,409 22,231 60,640 37,837 22,127 59,964

572

104

676

40-49세

26,632 19,297 45,929 25,691 19,040 44,731

941

257

1,198

50세이상341)

29,702 26,092 55,794 27,545 24,948 52,493 2,157 1,144

3,301

계

94,743 67,620 162,363 91,073 66,115 157,188 3,670 1,505

5,175

전체

구분
남자
당
뇨

여자

비장애인

여자

비장애인
계

남자

여자

장애인
계

남자

여자

계

40세미만

38,510 22,236 60,746 37,944 22,131 60,075

566

105

671

40-49세

27,147 19,782 46,929 26,177 19,512 45,689

970

270

1,240

50세이상

32,724 30,570 63,294 30,297 29,149 59,446 2,427 1,421

3,848

계

98,381 72,588 170,969 94,418 70,792 165,210 3,963 1,796

5,759

주 1) 기준년도 : 2006년
2). 자격 및 보험료DB와 출생 및 사망DB, 검진DB, 진료DB 연계 후 연구진 분석
340) 과거의 생활습관이 현재의 고혈압 및 당뇨 발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진행된 것으로, 생활습관
특성의 기준연도는 2006년이다. 고혈압 및 당뇨 발병 여부는 기준연도부터 추적기간(2015년)까지 고혈압
및 당뇨가 발병 하였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주‧부상병에 고혈압 및 당뇨 질환 코드가 있는 첫 번째 요
양개시일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341) 연령은 생활습관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를 참고 하였다. (참고) 정명수 (2011). 생활습관 패턴에 따른 심
뇌혈관 질병 발생시기와 의료비크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학위논문.; 문광자 (2010). 순차패턴을 이용
한 만성질환 위험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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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습관에 따른 고혈압 및 당뇨 발병
먼저 생활습관간의 연관성을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과 운동, 흡연과 음주간에 밀접한 연관성을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group2)과 운동하는 그룹은 밀접
한 연관성 가지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group4)은 운동하지 않는 그룹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Ⅳ-3] 다중대응분석 지각도 (고혈압)

[그림 Ⅳ-4] 다중대응분석 지각도 (장애인-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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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에 따른 고혈압 및 당뇨 발병 비율을 살펴본 결과, 흡연여부, 음주여부,
운동여부에 상관없이 장애인의 경우 고혈압 및 당뇨 질환이 발병한 비율이 비장애
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운동)

[그림 Ⅳ-5] 생활습관에 따른 고혈압 발병비율342)

흡연

음주

신체활동(운동)

[그림 Ⅳ-6] 생활습관에 따른 당뇨 발병 비율

로직스틱 회귀분석으로 고혈압 및 당뇨 발병에 대한 위험요인과 영향 정도를 살
펴본 결과 장애유무, 가족력, 흡연, 음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343) 이는 2006
년 건강검진 당시344)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생활습관 특성이 2015년까지의 추적조
사 기간 동안 고혈압,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345)
342) 그림 IV-3과 IV-4는 기준연도에 해당 생활습관을 가진 대상자들 중 추적기간 이후 고혈압 및 당뇨가 발생
한 대상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343)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를 포함하였다.
344) 분석은 대상질환인 고혈압, 당뇨는 과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활습관 특성이 현재의 고혈압, 당뇨 발생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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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비장애에 비해 고혈압이 발병할 오즈는 1.0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의 경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당뇨 발병할 오즈가 약 1.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고혈압
OR
성별

남자

가족력

95% CI

1
1.248

1.062***

40세미만

1

40-49세

2.720***

<0.0001

2.608

2.836

1.206

0.0016

1.023

1.103

2.700***

<0.0001

2.566

2.842

***

<0.0001

5.163

5.670

1
***

<0.0001

4.633

5.012

5.410

그룹1(높음)

1

그룹2

1.115***

<0.0001

1.066

1.166

1.092***

0.0005

1.039

1.147

그룹3

***

1.150

***

0.0020

1.031

1.148

***

0.0092

1.018

1.136

1.167***

<0.0001

1.084

1.256

<0.0001

1.439

1.616

0.0024

1.024

1.114

0.4612

0.957

1.020

0.0018

0.904

0.977

4.819

1

1.095

***

1.096

비장애

1

장애

1.071*

없음

1

있음
흡연여부

p-value

1.165

그룹4(낮음)
장애여부

1

OR

<0.0001

50세 이상
소득수준

당뇨
95% CI

***

여자
연령대

p-value

0.0003

1.043
1.043

1.153

1.088
1.075
1

0.0566

0.998

1.150

1
***

1.372

흡연안함

1

흡연함

1.043**

<0.0001

1.305

1.442

1.525***
1

신체활동
(운동)

운동안함

1

운동함

0.987

음주여부

음주함

1

음주안함

0.0003

0.0275

1.005

1.082

1.068***

0.3939

0.959

1.017

0.988

1

1
***

0.813

<0.0001

0.786

0.842

0.940**

주 : * p<0.1, ** p<0.05, *** p<0.01

흡연여부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비흡연 집단에 비해 현재흡연 집단은 고혈압
이 발병할 오즈가 1.04배346) 높다고 할 수 있으며(p=0.0275), 당뇨의 경우 흡연 집
345) 통제변수는 일반특성으로 성별, 연령, 장애여부, 소득수준을 고려하였다. 독립변수는 흡연여부, 음주여부, 신
체활동(운동)여부, 가족력이다.
346) 비흡연 집단에 비해 흡연집단의 고혈압 발생에 대한 상대위험도는 1.04배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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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당뇨가 발병할 오즈가 약1.0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24).
신체활동(운동)여부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운동을 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고혈압 발병할 오즈는 0.987배 낮으
며, 당뇨 발병할 오즈는 0.988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를 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고혈압 발생 위험은 0.813배, 당뇨가 발병할 오즈
는 0.940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8).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
였다.
로직스틱 회귀분석 결과 장애유무는 고혈압 및 당뇨 발병에 대한 위험요인인 것
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군의 최종모형을 토대로 집단별 영향요인 및 정
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는 유의한 변수만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stepwise 분
석을 실시하였다. 고혈압에 대한 최종모형을 살펴보면, 장애인이 음주하지 않았을
경우 고혈압이 발병할 오즈는 0.836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 고혈압 최종모형
장애인
OR
성별

p-value

비장애인
95% CI

남자

음주여부

흡연여부

소득수준

가족력

p-value

1

<0.0001

1.170

1.254

<0.0001

2.596

2.826

3.423

2.709***

<0.0001

2.596

2.826

4.178

***

<0.0001

4.678

5.065

0.812**

0.0453

0.784

0.841

<0.0001

1.001

1.080

<.0001

1.067

1.17

1.211

40세미만

1

40-49세

2.564

50세 이상

3.204

음주함

1

음주안함

0.836**

95% CI

***

여자
연령대

OR

1
<0.0001
<0.0001

1.920
2.457

4.868
1

0.0178

0.720

0.969

흡연안함

1

흡연함

1.040***

그룹1(높음)

1

그룹2

1.118***

그룹3

1.095***

0.0003

1.042

1.151

그룹4(낮음)

1.098***

0.0004

1.043

1.155

없음

1

있음

1.388***

<.0001

1.32

1.46

주 :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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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에 대한 최종모형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이 당뇨가 발병할 오
즈가 1.381배로 비장애인의 1.065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 당뇨 최종모형
장애인
OR
성별

연령대

흡연여부

음주여부

신체활동
(운동)

OR

p-value

1

여자

1.065***
1

95% CI

<0.0001

1.025

1.107

1

40-49세

2.374*** <0.0001

1.695

3.325

2.697***

<0.0001

2.561

2.840

50세 이상

3.427*** <0.0001

2.52

4.66

5.479***

<0.0001

5.225

5.744

그룹1(높음)

1

그룹2

1.335***

0.0302

1.028

1.733

1.085***

0.0014

1.032

1.141

그룹3

1.109

0.4569

0.844

1.457

1.093***

0.0013

1.035

1.154

1.808

***

0.0268

1.007

1.126

<0.0001

1.455

1.636

0.0032

1.022

1.115

0.0013

0.900

0.975

그룹4(낮음)
가족력

95% CI

남자

40세미만

소득수준

p-value

비장애인

1.381***

1

0.0189

1.055

1.065

없음

1

있음

1.543***

흡연안함

1

흡연함

1.068***

음주함

1

음주안함

0.937***

운동안함

1

운동함

0.832*

0.0745

0.719

0.963

주 : * p<0.1, ** p<0.05, *** p<0.0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당뇨 및 고혈압 발병 기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는
Kaplan-Meier347) 생존곡선과 log-rank test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
보다 고혈압 및 당뇨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48) 이러한 생
347) 카플란-마이어 방법은 두그룹이상의 생존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할 때, 중도절단 또는 관
찰중단 등의 자료에 대한 취급이 용이해서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하
는 중도 절단된 자료(censored data)를 분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348) 질환(고혈압, 당뇨) 발생까지의 기간은 검진DB의 검진연월과 진료DB에 포함되어 있는 요양개시일자를 활
용하여 산정하였다. 이때 검진연월은 월까지의 정보만 포함하고 있어 1일을 기준일자로 잡았으며, 생존기간
은 월 단위로 계산하였다. 검진이후 추적기간 동안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처리하였
다. 질환 발생이 관찰되지 않은 것은 생존분석에서 censoring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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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함수의 차이는 Log-Rank 검정결과 통계적으로도(p<0.0001)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 Log-Rank 검정결과 :    (p<0.0001). x축 : 개월

[그림 Ⅳ-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혈압 발병에 대한 생존곡선


주 : Log-Rank 검정결과 :    (p<0.0001). x축 : 개월

[그림 Ⅳ-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당뇨 발병에 대한 생존곡선

Ⅳ.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험분석(pilot test):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 활용

179

순차패턴마이닝분석349)을 통해 생활습관별 규칙350)을 통해 생활습관과 고혈압
및 당뇨 발생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351)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흡연여부, 음주
여부, 운동여부에 따른 질환 발병에 대해서는 연관규칙의352)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하여 동일한 생활패턴 하에서(흡연안함, 음주안
함, 운동안함) 질환발병의 연관규칙을 신뢰도 0.1 이상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4년
동안 “흡연안함 → 흡연안함”인 장애인의 고혈압 발병 확률(16.9%)은 비장애인
(11.4%)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353). 당뇨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12.8%로 비장
애인 보다 발병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한 생활습관 패턴하에서 장
애인의 고혈압 및 당뇨 발병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9> 생활습관별 연관규칙(고혈압)
구분

연관규칙
흡연안함 → 고혈압

흡연
흡연안함 → 흡연안함 → 고혈압

구분

지지도

신뢰도

비장애인

0.1312

0.1534

장애인

0.1867

0.2198

비장애인

0.0844

0.1142

장애인

0.1214

0.1685

349) 순차패턴(sequential pattern), 혹은 연관 규칙(sequential association rule)은 연관 규칙에 시간(time)
의 개념이 추가되어 시계열에 따른 패턴들의 상호연관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시퀀스(항목집합들의 순
서화된 리스트)라고 하며, 순차 패턴의 탐색은 사용자가 정의한 최소 지지도를 갖는 시퀀스인 빈도가 많은
시퀀스를 추출하고 이들 가운데 최대 시퀀스를 찾는 것이다 (김상환, 2001; 박종선과 이진희 2003 재인
용). (출처) 박종선 이진희(2003). 순차 패턴 마이닝 알고리즘에 대한 고찰. 통계연구, 11, 56-73.
350) (참고) 문광자 (2010). 순차패턴을 이용한 만성질환 위험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명수
(2011). 생활습관 패턴에 따른 심뇌혈관 질병 발생시기와 의료비크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51) 이는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짝수년도 건강검진을 모두 수검한 대상자 중 생활습관과 관련 정보를 포
함하고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들은 2006년 건강검진 문진표상에 해당 질환에 대한 과거력이
없고, 진료DB상에서 진료내역도 없는 대상자이다. 생활습관 정보는 결측이 존재한다. 생활습관별로 대상자
수가 다를 수 밖에 없다.
352) R의 arulesSequence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cspade함수를 이용하여 순차패턴을 생성하고, 고혈압 발병 규
칙을 가지면서 신뢰도 5% 이상의 결과 중 일부 결과를 정리하였다.
353) 지지도(support)는 어떤 패턴이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몇 % 나타나는지를 의미.
 와  가 동시에 포함된 수
   ∩     . 신뢰도(confidence) : 항목집합 X를 가진 트랜젝션이 항목집합
전체 거래 수

 와  가 동시에 포함된 수
  ∩  
Y도 포함할 조건부 확률.         
  
 를 포함하는 거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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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관규칙
음주안함 → 고혈압

음주
음주안함 → 음주안함 → 고혈압
운동안함 → 고혈압
운동
운동안함 → 운동안함 → 고혈압

구분

지지도

신뢰도

비장애인

0.1207

0.1475

장애인

0.1715

0.2119

비장애인

0.0687

0.1071

장애인

0.0941

0.1511

비장애인

0.0949

0.1396

장애인

0.1613

0.2181

비장애인

0.0399

0.0964

장애인

0.0753

0.1568

구분

지지도

신뢰도

비장애인

0.0912

0.1055

장애인

0.1430

0.1652

비장애인

0.0633

0.0823

장애인

0.0964

0.1278

비장애인

0.0850

0.1033

장애인

0.1427

0.1717

비장애인

0.0541

0.0822

장애인

0.0754

0.1152

비장애인

0.0664

0.0965

장애인

0.1270

0.1677

비장애인

0.0313

0.0732

장애인

0.0619

0.1247

<표 Ⅳ-10> 생활습관별 연관규칙 (당뇨)
구분

연관규칙
흡연안함 → 당뇨

흡연
흡연안함 → 흡연안함 → 당뇨
음주안함 → 당뇨
음주
음주안함 → 음주안함 → 당뇨
운동안함 → 당뇨
운동
운동안함 → 운동안함 →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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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의 장점은 실제 계측한 신장, 체중, 허리둘레 및
신체에 관한 정보와 청구 자료에 기반한 의료비,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자료라는 점이다(김다양 외, 2017).354) DB에는 100
만명(전체 2%)의 건강보험가입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관련 정보는 표본
코호트의 자격 및 보험료DB에 있다. 표본코호트DB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
인은 2015년 기준으로 약 5만명이며, 이는 2015년 전체 장애인구355)의 약 2% 수준
이다.
<표 Ⅳ-11> 표본코호트DB의 장애정보 현황
연도

전체

장애중증도
비장애인

장애인

2006년 1,021,208

987,120

2007년 1,031,653
2008년 1,035,089

중증

경증

장애유형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기타

34,088 9,135 24,953 18,696

3,101

3,686

3,180

5,425

991,660

39,993 10,749 29,244 21,268

3,965

4,207

3,847

6,706

991,261

43,828 11,402 32,426 23,162

4,451

4,521

4,316

7,378

2009년 1,038,462

991,394

47,068 11,703 35,365 24,964

4,802

4,764

4,697

7,841

2010년 1,042,706

992,295

50,411 12,116 38,295 26,771

5,127

5,009

5,123

8,381

2011년 1,046,465

994,344

52,121 11,859 40,262 27,666

5,266

5,151

5,374

8,664

2012년 1,050,743

998,232

52,511 11,633 40,878 27,765

5,270

5,214

5,379

8,883

2013년 1,053,952 1,001,400 52,552 11,422 41,130 27,575

5,232

5,254

5,333

9,158

2014년 1,057,454 1,005,012 52,442 11,221 41,221 27,360

5,184

5,254

5,282

9,362

2015년 1,061,141 1,008,650 52,491 11,163 41,328 27,164

5,215

5,254

5,240

9,615

주 1) 자격 및 보험료DB 연구진 정리
2) 장애유형은 자격 및 보험료DB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0 : 해당없음, 1: 지체장애, 2 :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 청각장애, 9 : 기타장애”로 범주화되어 있다(표본코호트DB 2.0 사용자매뉴얼,
ver1.0)

이러한 표본코호트DB356)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개체들에 대한 조사자료가
354) 김다양, 곽진미, 최소영, 이광수 (2017). 비만이 의료비와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분석.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1(3), 65-78.
355) 2015년 등록장애인은 2,490,406명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356) 자료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청구를 목적으로 한 자료이므로 실제 상병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실시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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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각 개체가 의료기관 이용시 자동으로 측정·누적되는 국민건강정보DB로부터
직접 구성된 데이터이다. 이는 기존의 건강자료들과의 차이점 이다.357) 검진DB, 진
료DB의 경우에는 자격 및 보험료DB358)와 달리 한 개체당 여러 건의 정보를 포함
하고 있어 그 규모가 매우 크고(김동욱 외, 2017)359),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정
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생활습관과 고혈압 및 당뇨 발병의 연관성과 생활습관 패턴을 살펴
보았는데, 분석 결과 장애인의 고혈압 및 당뇨 발병 확률이 비장애인 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표본코호트DB에 건강검진 정보 중
에서도 문진표상의 생활습관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의 대상자만으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즉 전체 건강검진DB가 아니며, 개
인별 생활습관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결과만으로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진DB와 진료
DB, 자격 및 보험료DB에 대한 자료를 연결하여 생활습관에 따른 고혈압 및 당뇨
발병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은 분석대상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방법론 적용의 잠재
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건강보험 빅데이터인 표본코호트DB의 활용으로 부터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검진자료의 경우 대상 인원이 적다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대상자 규모가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작은 규모360)가 아니라는 점에서 분석 가능성을 확인했다
는 점이다361). 다만, 검진DB에서 매년 검진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분석을 진행할
시 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장애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로 객
관적인 의료이용, 의료비 등의 자료와 계측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 이면서
이를 장애인과 비장애인, 전체인구와의 비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애정보, 요양개시일, 의료비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표본코호트DB는 장애등록일자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357)

358)
359)
360)
361)

회가 아닌, 진료 후 최소 1~3개월 후 제공 가능하다. 비급여 진료 및 성형 등의 자료는 미포함되어 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 받지 않은 일반의약품 사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 하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빅데이
터운영실(2014.05.23.).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의 구조 및 연구활용 방안.
권태연, 박유성 (2016). 자가 응답식 자료에 근거한 유병률 및 건강기대수명 연구의 신뢰도 분석 : 건강보
험 표본코호트DB와의 비교.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vol. 29, no. 7, pp.
1329-1346.
장애관련 정보는 자격 및 보험료DB에 포함되어 있다.
김동욱 외 (2017). 건강보험 청구자료에 근거한 질병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연구. 일산병원.
실제로 2015년 자격 및 보험료DB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관련 정보가 있는 대상자는 ____명이다.
희귀상병에 대한 연구 등에서는 장애인의 경우 연구대상자 수가 매우 적을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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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장애인자격상태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면 등록연도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인구학적 정보와 소득 정보(보험료 분위)가 포함되어 있어 사회경제적 변
수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상병코드와 요양개시일자 정보를 토대로 질환 발생까지
의 기간 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지역과 요양기관종류 및 요양기관의 지역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장애등록 전‧후 생활습관의 변화,
요양개시일자를 활용하여 장애등록 이후 특정 질환 발생까지의 기간 및 영향요인
분석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표본코호트내
DB간의 연계 및 자료정리를 통한 분석대상자 추출이 가능해야만 한다. 데이터내
존재하는 연계키를 활용하여 DB간의 연계 자체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자 추출을 위한 연계 및 자료정리362)에 있어서는 SAS363)의 활용이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검진자료와 의료서비스, 의료비 자료를 연계한 분석이 방법
론상 가능하다는 측면 이외에도,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력과 많은 시간의 소
요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사전은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활용변수
1)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하여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인구
학적 특성변수, 생활습관, 주·부상병 변수이다. 이들을 분석에 필요한 형태로
다음과 같이 재가공하였다.
변수
성
연령대
장애여부
소득수준
가족력
흡연여부
음주여부
신체활동(운동)여부

설명
① 남자 ② 여자
① 40세미만 ② 40-49세 ③ 50세이상
① 비장애 ② 장애
① 그룹1(높음) ② 그룹2 ③ 그룹3 ④ 그룹4(낮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현재흡연함 ② 흡연안함
① 음주함 ② 거의음주안함
① 운동함 ② 운동안함

362) 검진DB의 주‧부상병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질환관련 약제 복용자, 진단을 받기 이전에 공복혈당 수치가
126mg/dL이상인 대상자의 처리 여부 등의 대상자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토대로 대상자 추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63)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원격 서버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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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습관
표본코호트DB의 건강검진DB364)에는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5
대 암검진(위암/대장암/자궁경부암/간암/유방암), 영유아 건강검진, 구강검진
등의 실측 데이터와 검진프로그램의 문진자료(생활습관, 과거력365), 가족력 등)
가 포함되어 있다.366) DB에는 생활습관367) 정보인 흡연습관368), 음주습관369),
신체활동(운동)370) 변수가 있다.
흡연관련 변수는 ‘피우지 않았다’와 ‘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끊었다’를 ‘흡연
안함’으로, ‘현재 피운다’를 ‘흡연’으로 범주화 하였다. 음주습관은 ‘거의 마시지
않는다’, ‘월2-3회 정도’를 ‘거의음주안함’로, ‘주1-2회’, ‘주 3-4회’, ‘거의 매일 마신
다’를 ‘음주’로 하였다(정명수, 2011).371) 신체활동(운동)변수는 ‘안한다’를 ‘운동
안함’으로, ‘1-2회’, ‘3-4회’, ‘5-6회’, ‘매일’을 ‘운동함’으로 범주화 하였다(문광자,
2010).
364) 건강검진DB에 정보가 있는 대상자는 자격 및 보험료DB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 중 일반건강검진내
역이 있는 수진자 이다. (출처) 표본코호트2.0DB 사용자 매뉴얼. 건강보험공단.
365) [과거력 변수 (진료DB)]
과거병력을 3개까지 기입 가능
1: 결핵 2: 간염
3: 간장질환 4: 고혈압
Q_PHX1_DZ_V0208 Q_PHX2_DZ_V0208 Q_PHX3_DZ_V0208
5: 심장병 6: 뇌졸중
7: 당뇨병 8: 암
9: 기타질환
366) 박종헌.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활용 방법. 제5회 임상연구방법론 워크숍.
367) 생활습관이란 인간이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환경이나 자극이 나타났을 때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반응하
는 양식을 말하는데, 올바르게 형성된 생활습관은 개인의 일생동안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0). 좁은 의미의 건강 생활습관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흡연, 음주 등
을 피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건강 생활습관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 태도, 행동과 신념을 모두 포
함하며, 건강을 향상시키고 유지, 증진시키지 위한 계속적인 과정과 노력이다. 미국의 Alameda 지방에서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건강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건강행위가 7가지 있는데 그것은 흡연, 절주, 운
동, 체중, 수면, 아침식사, 간식여부 등이다. 이 7가지가 건강생활습관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Alameda7’이다. ‘Alameda7’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음주를 덜 하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적
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하루 7-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고 꼭 아침 식사를 하
는 것, 간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0). 생활습관과 건강I(건강영향 요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0). 생활습관과 건강II (평가와 관리).
368) 7. 귀하는 담배를 어느 정도 피우십니까?
① 피우지 않는다. ② 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끊었다. ③ 현재도 피운다. ④ 금연시작년도: 년
369) 5. 귀하의 음주(술)습관은 어떠하십니까?
① (거의) 마시지 않는다. ② 월2~3회 정도 마신다. ③ 일주일에 1~2회 마신다.
④ 일주일에 3~4회 마신다. ⑤ 거의 매일 마신다.
370) 10. 귀하는 땀이 몸에 배일 저옫의 운동을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① 안한다. ② 1~2회 ③ 3~4회 ④ 5~6회 ⑤ 거의 매일
371) 문광자. (2010). 순차패턴을 이용한 만성질환 위험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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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범주
① 흡연안함

흡연상태
: Q_SMK_YN

② 흡연
① 거의음주안함

음주습관
: Q_DRK_FRQ_V0108

② 음주
① 운동안함
1주 운동횟수
(신체활동(운동))
: Q_PA_FRQ

② 운동

1.
2.
3.
1.
2.
3.
4.
5.
1.
2.
3.
4.
5.

비고
피우지 않는다.
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끊었다
현재도 피운다
(거의)마시지 않는다.
월2-3회 정도 마신다.
일주일에 1-2회 마신다.
일주일에 3-4회 마신다.
거의 매일 마신다.
안한다
1-2회
3-4회
5-6회
거의 매일

4) 고혈압 및 당뇨372)
자료추출시 고혈압 및 당뇨가 발생한 대상자는 ICD-10기준으로 진료DB의
주‧부상병 정보와 검진DB의 과거력 정보를 활용하였다. 고혈압 및 당뇨 상병코
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병코드를 참고(https://nhiss.nhis.or.kr
/bd/ad/bdada004cv.do)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고혈압 및 당뇨의 ICD-10 코드]
구분

상병기호

구분

상병기호

고혈압

I10-I15

당뇨

E10-E14

5) 소득범주373)
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험료분위를 다음과
같이 범주화 하였으며, 의료급여로 확인된 경우 그룹4로 분류하였다.
그룹1(높음)
10분위

그룹2

그룹3

9분위 8분위 7분위 6분위 5분위 4분위

그룹4(낮음)
3분위

2분위

1분위

372)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지 못했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으로,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이 있다. 생활습관병의 특징으로는 직접적
인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인이 여러 가지, 긴 잠복기간, 질병의 발생시점이 불분명하고, 발생요인이 질
병의 발생과 진행 과정에 다르게 영향을 준다는 특징이 있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0). 생활습
관과 건강 I (건강영향 요인). 생활습관에 의해 문제가 되는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의 생활습관병은
식사, 흡연, 음주, 운동, 휴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Ikeda 등, 2001; Park 등, 2004; Lee 등,
2007; Park, 2007; Jin, 2009; Kim 등, 2010; Ryu, 2013). (출처) 강정숙. (2017). 건강믿음모형을
이용한 공무원의 생활습관병에 대한 건강행동 요인,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73) 김형섭, 김종문, 임현선, 홍지성, 하다솔, 권준범. (2015). 뇌졸중 환자의 급성기 의료이용 분석을 통한 효
율적 재활이용 근건 생성 연구. 일산병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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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고혈압 및 당뇨 정의
1. 고혈압
고혈압에 대한 정의는 국제질병분류기준 ICD-10에 의한 질병분류기호374), WHO
고혈압 진단기준, JNC-7차 보고서 기준375) 등을 활용하고 있다.
[고혈압 질병분류기호376)]
질병명(Disease)

질병코드(I.C.D)

본태성(원발성)고혈압(Essential(primary) hyper-tention)

I10

악성 고혈압

110.1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I10.9

고혈압성 심장병(Hypertensive heart diseases)

I11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I11.0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I11.9

고혈압성 신장병(Hypertensive renal disease)

I12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신장병

I12.0

신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신장병

I12.9

374) 질병분류기호 사이트(http://www.kcdcode.kr/browse/contents/0)
375)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2004). The seven
Report of the Joint National Committee on Preventi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Pressure(JNC7).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p. 12)
[JNC-7차 보고서 기준에 따른 대한고혈압학회 혈압의 분류]
혈압분류
정상혈압
고혈압 전단계

고혈압
수축기 단독 고혈압

수축기혈압(mmHg)

확장기혈압(mmHg)

<120

그리고

<80

1기 120~129

또는

80~84

2기 130~139

또는

85~89

1기 140~159

또는

90~99

2기 ≥160

또는

≥100

≥140

그리고

<90

* 출처: 곽이섭, 김기진, 박찬호. (2015). 고혈압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코칭과학적 분석. 코칭능력개발지 17(4). 127-136.

376) 질병분류기호 사이트(http://www.kcdcode.co.kr/brows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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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Disease)

질병코드(I.C.D)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Hypertensive heart and renal disease)

I13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0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1

(울혈성)심부전 및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2

상세불명의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9

이차성 고혈압(Secondary hypertension)

I15

신장혈관성 고혈압

I15.0

기타 신장장애에 따른 이차성 고혈압

I15.1

내분비장애에 따른 이차성 고혈압

I15.2

기타 이차성 고혈압

I15.8

상세불명의 이차성 고혈압

I15.9

[문헌에서의 고혈압(hypertension) 정의]
연구자

정의

박이병 외
고혈압 진단(I10, I11, I12. I13. I15)을 받고 해당 약제를 투여한 경우
(2006)377)
박현아 외
WHO의 고혈압 진단기준인 수축기혈압 160mmHg와 이완기혈압 95mmHg
(2006)378)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을
김지온
(2013)379) 복용하고 있는 사람
손연정 외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 또는 항고혈압제
(2012)380) 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
문연경 외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치료
(2007)381) 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

377) 박이병, 김대중, 박정현, 오지영, 안철우, 박석원, 백세현, 손현식, 정춘희, 최경묵, 민경완, 이준영, 김재용, 김
혜영, 김화영, 이선희, 최인정. (2006). 당뇨병환자에서 아스피린 사용현황 및 동반질환: 건강보험자료 분석결
과.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30(5). 363-371.
378) 박현아, 김영식, 선우성. (2006). 고혈압 발병 위험요인에 관한 코호트내 환자대조군 연구. 가정의학회지,
27, 917-926.
379) 김지온. (2013). 고혈압 관리수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11(1), 369-379.
380) 손연정, 송은경. (2012). 고혈압 환자의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질병관련 지식 및 자가 간호 이행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 19(1). 6-15.
381) 문현경, 박정현. (2007).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고혈압 유무에 따른 식생활 비교 및
평가.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40(4). 34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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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JNC-7차 보고서 기준에 의한 고혈압전단계, 고혈압을 고혈압으로 정의
안의수 외
고혈압 전단계: 수축기혈압 120-139mmHg 혹은 이완기혈압 80-89mmHg
(2010)382)
고혈압: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혹은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
장동민 외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 또는 혈압조절제
(2013)383) 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
최수정 외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
(2013)384) 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최정수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 또는 혈압강하제
(2007)385) 를 정기적 또는 필요시 복용하고 있는 사람

382) 안의수, 노동인. (2010). 저항성 운동이 고혈압 전단계 및 고혈압 환자의 동맥경직도에 미치는 영향. 운동
과학, 19(3), 301-310.
383) 장동민, 박일수, 양종현. (2013). 고혈압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제4기 국민건강영양자료를 중심
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1(11), 509-519.
384) 최수정, 박은옥. (2013). 수면시간과 고혈압과의 관계. Korea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3(4),
141-149.
385) 최정수. (2007). 고혈압·당뇨 관리와 흡연 및 음주행태의 관련성 분석연구. 보건사회연구, 27(1),
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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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2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기타 형태의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386), 당뇨병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뇨병(diabetes mellitus)에 대한 정의]
연구자

정의

김재용 외 당뇨병으로 진단(E10, E11, E12, E13, E14)받고 실제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받
(2006)387) 은 사람
김희성
대한당뇨병학회(2015) 진료지침 기준 공복혈당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
(2018)388) 을 받아 혈당강하제를 복용하거나 인슐린을 투여받고 있는 사람
김지현 외 미국당뇨병학회(ADA)에서 권고한 공복혈당 126mg/dL 이상 또는 식후 120분(2
(2009)389) 시간) 혈당농도 200mg/dL 이상인 경우
김태동 외 미국당뇨병학회(ADA)에서 권고한 공복혈당 126mg/dL 이상 또는 식후 120분(2
(2004)390) 시간) 혈당농도 200mg/dL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E10, E11, E12, E13, E14)받고 현재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
장경순 외 람
(2009)391) 미국당뇨병학회(ADA)에서 권고한 공복혈당 126mg/dL 이상인 사람
당화혈색소치가 7.0% 이상인 사람392)
정장한 외

미국당뇨병학회(ADA)에서 권고한 공복혈당 126mg/dL 이상 또는 식후 120분(2

393) 시간)사이트
(2010)
혈당농도 200mg/dL 이상인 경우
386)
대한당뇨병학회
(http://www.diabetes.or.kr/general/class/index.php?idx=1)
최은영
(http://www.diabetes.or.kr/general/class/index.php?idx=4)
국제당뇨병협회(IDF)의 공복혈당 기준 100mg/dL 이상
394) 당뇨병환자의 외래이용 지속성이 건강결과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자료 분석결과.
(2010)
387) 우리나라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30(5), 37-387.
388) 김희성. (2018). 당뇨병 유병기간에 따른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위험 인자: 국민건강영양조사 6기 자료 이
용. 한국콘텐츠학회, 18(12), 208-217.
389) 김지현, 장상아. (2009). 당뇨병 교육이 환자의 혈당 조절과 자가 관리에 미치는 영향.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518-525.
390) 김태동, 오희주, 김국현, 김성목, 김준환, 장병익, 김태년, 정문관. (2004). 당뇨병 유무에 따른 췌장암의 임
상 양상. 대한소화기학회, 43, 35-40.
391) 장경순, 이관, 임현술. (2009). 지역사회 주민에서 당뇨병 실태 및 관련요인이 심박동수 변이에 미치는 영
향.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33(6), 537-546.
392) Edelman, D., Olsen, M. K., Dudley, T. K., Harris, A. C., Oddone, E. Z. (2004). Utility of
hemoglobin A1c in predicting diabetes risk. J Gen Intern Med, 19(12), 1175-1180.
393) 정장한, 김성태, 조윤주, 이한나, 김지영, 김지혜, 임동미, 이강우, 김병준, 박근용. (2010). 한국인에서 미
국 당뇨병 학회의 당뇨병 진단 기준인 당화혈색소의 적합성. 대한내과학회지, 79(6), 673-680.
394) 최은영. (2010). 한국 성인에서 당뇨병 진단 기준으로서이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비교. Korea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0(4), 16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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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질병분류기호395)]
질병명(Disease)
1형 당뇨병(Type 1 diabetes mellitus)

질병코드(I.C.D)
E10

혼수를 동반한 1형 당뇨병

E10.0

산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E10.1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E10.2

눈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E10.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E10.4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E10.5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E10.6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E10.7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E10.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1형 당뇨병

E10.9

2형 당뇨병(Type 2 diabetes mellitus)

E11

혼수를 동반한 2형 당뇨병

E11.0

산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E11.1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E11.2

눈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E11.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E11.4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E11.5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E11.6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E11.7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E11.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

혼수를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0

산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1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2

눈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4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5

395) 질병분류기호 사이트(http://www.kcdcode.co.kr/brows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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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Disease)

질병코드(I.C.D)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6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7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9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

혼수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0

산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1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2

눈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4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5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6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7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9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혼수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0

산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1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2

눈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4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5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6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7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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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공공데이터 포털
(1) 개요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kr/)에는 파일데이터와 오픈API가 제공되
고 있다. 행정자료도 수집주기(속도)가 짧아지면서 빅데이터로 간주되고 있다(이지
영, 2015). 공공데이터의 경우 파일데이터와 오픈API로 제공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포털내 내 장애인 관련 행정데이터를 도로 및 교통, 기업·고용·일자리, 단체 및
시설, 편의시설 및 Barrier Free, 인구, 교육, 보조기기, 사회보장,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부록 Ⅱ-1]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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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종류

1 도로 및 교통 관련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노인장애인보호구역 (2019.04-2019.08)

제공기관

시도, 시군구(혹은 경찰청)

포함정보

∘ 대상시설명, 시도명, 시군구명, 시군구코드, 도로명주소, 위도, 경도, 제한속도, 관
리기관명, 관리기관 전화번호, 관할경찰서명, CCTV 설치여부, CCTV 설치대수,
보호구역 도로폭

수집시점

반기(수시)

수집형태

csv

수집원
URL

자체정보시스템
https://www.data.go.kr/dataset/15025385/fileData.do396)

｢도로교통법｣ 제 12조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397)에 의거 노
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 등에게 주변도로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
다. 시장 등은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으며 관련 현황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통계표로 공
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대상시설별 현황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데이터의 포함
정보와 데이터명은 지자체별로 동일하다.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보 (2018.07-2019.08)

제공기관

시도, 시군구(또는 시설관리공단)

396)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보호구역’ 검색 시 89건 (2019.10.29.일 기준)의 파일데이터가
시도·지자체별 정보로 검색되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통계표로 제시하고 있다. 본
URL에서 행정안전부의 통계표를 다운받을 수 있는 있다.
39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25&efYd=20190625#J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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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포함정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명, 소재지도로명주소, 위도, 경도, 보유차량대수, 보유차량
종류, 차량수(슬로프형, 리프트형), 예약연락처, 인터넷주소, 앱서비스명, 차량관내
운행지역, 차량관외운행지역 등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398) ([참고] 참조)

본 데이터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
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399)에 의거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
차량(STS, Special Transportation System)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에
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00) 지방자치단체마다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차
량 정보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기관별로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401)
이 외에도 버스, VDS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
터포털(http://data.ex.co.kr/),

세종특별자치시

Traffic

Big

Data

Analysis

System(http://bis.sejong.go.kr:9090/ingecep/launcher/dashboard/)이 있다.

398)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검색 시 106건(2019.10.29.일 기준)의 파일데이터가 시도, 지
자체별 정보로 검색 되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 전국단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표준데이터를
그리드 차트 지도로 제공하고 있다.
전국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보표준데이터(https://www.data.go.kr/dataset/15028207/standard.do)
399)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475&efYd=20190724#0000)
400) 빈미영, 박충훈, 박기철, 김해림. (2015).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 1-117.
401)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데이터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기초자치단체
데이터는 강원도 6개(고성군, 동해시, 영월군,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경기도 29곳(가평군, 고양시, 과천
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
시, 화성시), 경상북도 13곳(함안군,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주시, 예천군, 울진
군, 의성군, 칠곡군, 청송군, 포항시), 대구광역시 1곳(달서구), 서울 1곳(강남구), 전라남도 14곳(강진군,
곡성군, 광양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전라북도 9곳(고창군, 군산시, 부안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충청남도 10곳(금
산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충청북도 7곳(단양군, 보
은군, 옥천군, 제천시,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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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치단체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데이터
시도

시군구

경상남도

-

https://www.data.go.kr/dataset/15030914/fileData.do

부산광역시

-

https://www.data.go.kr/dataset/15031666/fileData.do

세종특별자치시

-

https://www.data.go.kr/dataset/15031780/fileData.do

제주특별자치도

-

https://www.data.go.kr/dataset/15031944/fileData.do

고성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1686/fileData.do

동해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28964/fileData.do

영월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1822/fileData.do

원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0019/fileData.do

춘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652/fileData.do

태백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678/fileData.do

가평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0932/fileData.do

고양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5668/fileData.do

과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0922/fileData.do

광명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640/fileData.do

광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0393/fileData.do

구리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29559/fileData.do

군포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273/fileData.do

김포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889/fileData.do

동두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0089/fileData.do

부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868/fileData.do

성남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29646/fileData.do

수원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5208/fileData.do

시흥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746/fileData.do

안산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895/fileData.do

안성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058/fileData.do

안양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2923/fileData.do

양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0381/fileData.do

양평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1660/fileData.do

여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153/fileData.do

연천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2405/fileData.do

오산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0876/fileData.do

의왕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3826/fileData.do

강원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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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데이터 제공 url

의정부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224/fileData.do

이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28966/fileData.do

파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4117/fileData.do

평택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414/fileData.do

포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0884/fileData.do

하남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0470/fileData.do

화성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176/fileData.do

함안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0680/fileData.do

구미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341/fileData.do

김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797/fileData.do

문경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6195/fileData.do

봉화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29543/fileData.do

상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748/fileData.do

영덕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1788/fileData.do

영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491/fileData.do

예천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1561/fileData.do

울진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1827/fileData.do

의성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29159/fileData.do

칠곡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1358/fileData.do

청송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0727/fileData.do

포항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0986/fileData.do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28615/fileData.do

서울시

강남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29292/fileData.do

강진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3543/fileData.do

곡성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0897/fileData.do

광양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28939/fileData.do

담양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2077/fileData.do

목포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505/fileData.do

무안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29767/fileData.do

보성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1052/fileData.do

순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966/fileData.do

여수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29340/fileData.do

경상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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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국

데이터 제공 url

영광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1902/fileData.do

영암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1894/fileData.do

함평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1003/fileData.do

해남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0470/fileData.do

화순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0713/fileData.do

고창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1168/fileData.do

군산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0610/fileData.do

완주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1489/fileData.do

익산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29053/fileData.do

임실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0314/fileData.do

전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3711/fileData.do

정읍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28871/fileData.do

진안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2184/fileData.do

금산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7263/fileData.do

보령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0690/fileData.do

부여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0855/fileData.do

서천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0980/fileData.do

아산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4051/fileData.do

예산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7349/fileData.do

천안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373/fileData.do

청양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1193/fileData.do

태안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2396/fileData.do

홍성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1553/fileData.do

단양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1584/fileData.do

보은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0934/fileData.do

옥천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0947/fileData.do

제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1852/fileData.do

진천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29901/fileData.do

청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29422/fileData.do

충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29590/fileData.do
https://www.data.go.kr/dataset/15028207/standard.do

주 : url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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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고용·일자리 관련 데이터
∘ ‘장애인일자리현황’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장애인일자리현황 (2018.10-2019.06)

제공기관

시군구

포함정보

∘ 일자리종류, 배치기관, 주소, 연락처, 사업기간, 근로시간, 급여액 등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402)

｢장애인복지법｣ 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에 의거 기초자치단
체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유형별 적합한 일자리 보급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공공데
이터포털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고양시, 광명시, 양주시), 경
상남도(통영시), 부산광역시(강서구, 기장군, 동구, 북구, 사상구, 해운대구) 이다.

[참고] 장애인 일자리 현황 데이터
시도
경기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고양시
광명시
동두천시
양주시
통영시
강서구
기장군
동구
북구

데이터 제공 url
https://www.data.go.kr/dataset/3078171/fileData.do
https://www.data.go.kr/dataset/15032896/openapi.do
https://www.data.go.kr/dataset/3079722/fileData.do
https://www.data.go.kr/dataset/15038982/fileData.do
https://www.data.go.kr/dataset/15036849/fileData.do
https://www.data.go.kr/dataset/15023040/fileData.do
https://www.data.go.kr/dataset/15023535/fileData.do
https://www.data.go.kr/dataset/15023556/fileData.do
https://www.data.go.kr/dataset/15026042/fileData.do

사상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25721/fileData.do

해운대구

https://www.data.go.kr/dataset/3075580/fileData.do

402)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장애인 일자리 현황’으로 검색시 9개 파일데이터, 1개의 오픈API가 검색결과로 나타난
다 (2019.10.2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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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자체별 데이터 제공 내역
포함정보

유형
배기치관
주소
위도
경도
연락처
직무
내용
기간
시작일
종료일
근무시간
일자리수
참여인원
급여일
급여

고양시 광명시 동두천시 통영시 강서구 기장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구

◯
◯

◯
◯
◯

◯
◯

◯
◯
◯

◯
◯
◯

동구

◯
◯

사상구 해운대구

◯
◯

◯
◯
◯

◯

◯
◯

◯

◯

◯

◯
◯

◯

◯

∘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통계’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통계 (2010-2018)

제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포함정보

∘ 기관, 대상사업체(개소), 상시근로자(명), 장애인(명), 고용률(%)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hwp, csv

수집원

장애인의무고용현황조사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14785/fileData.d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
무),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에 의거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조
사하고 있다.403)
403) 고용노동부(2018). 장애인의무고용현황 통계정보보고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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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2010년-2018년의 것이다. 여기에 개별
사업체 현황에 대한 정보는 통계법 제31조에 의거 공개되지 않고 있다.
∘ ‘장애인고용 저조기관 및 기업명단 현황’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장애인고용 저조기관 및 기업명단 현황 (2011.01-2017.12)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포함정보

∘ 기관명, 적용대상(명), 고용의무인원(명), 장애인근로자수, 고용률

수집시점

반기

수집형태

hwp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28088/fileData.do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의 명
단과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제79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의 명단을 같은 법 제
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표하고 있다.404)
수록기간은 2011년 상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이며 고용노동부 사전정보 공
표목록405)에서 파일(hwp)을 다운받을 수 있다.
∘ ‘고용장려금 정보’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고용장려금정보 (2016.04-2019.06)

제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포함정보

∘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3.1%,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한 고용장려금 정보, 고용부담금 정보
∘ 지역, 업종, 사업체수

404) 고용노동부 포털(http://www.moel.go.kr/index.do)
405) 고용노동부 사전정보 공표목록(http://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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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수집시점

분기

수집형태

hwp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3075503/fileData.do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장려금제도와 부담금 징수 시행과 관련하여 분기별
현황406) 정보(hwp)를 공개407)하고 있다.
∘ 드림365등록 장애인기업정보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드림365등록 장애인기업정보 (2019.03.20.)

제공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408)

포함정보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생산품목, 주소, 회사연락처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드림365(온라인전시관)409)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35258/fileData.do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장과 매출증대 도모를 목적
으로 장애인기업 인증 업체를 위한 온라인 전시관 드림365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포털에서는 등록 기업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연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4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포털(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main= 15&sub1=3&sub2=9)
40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장려금 지원현황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main=15&sub1=3&sub2=9&gotopage=1&dat
a_gb=007&branch_gb=B01&station_gb=000)
408)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포털(https://www.debc.or.kr/)
409) 드림365 포털(http://dream36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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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관리비용지원 정보’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고용관리비용지원 정보 (2014-2018)

제공기관

고용안정부

포함정보

∘ 지사, 접수일자, 신청금액, 결정일자, 결정금액, 산업분류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3072377/fileData.do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와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410)를 실시(보
조시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411))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
용관리비용지원 정보’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
도원을 위촉·선임·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지원 정보이다. 데이터 수
록기간은 2014년~2018년까지이다.
∘ ‘근로지원인 정보’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근로지원인 정보 (2014-2018)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포함정보

∘ 지역본부 및 지사명, 수행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수집시점

격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3072199/fileData.do

410)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제도(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disaster/list5.do)
4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제도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05.jsp?sub1=4&sub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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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
증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근로지원인제도｣412)
를 실시(보조시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413))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4
년부터 2년 단위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수행기관 정보를 공개414)하고 있다.
∘ ‘사업주융자지원 정보’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사업주융자지원 정보 (2015-2018)

제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포함정보 ∘ 관할지사, 산업분류(대), 산업분류명, 지원품목, 지원금액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xlsx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3072380/fileData.do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사업주융자지원정보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
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관할지사,
산업분류, 지급총액 등)에 대한 정보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1조, ｢고용보험법｣ 제25조에 의거 업주의 장애인 고용의지를 높여 장애
인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장비의 구입, 수리, 개조비
용 융자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으
로 정하였다.415)416) 데이터는 2015년부터 매년 공개되고 있다.

412) 고용노동부 장애인근로지원인제도(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disaster/list6.do)
41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근로지원인제도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3_08.jsp?sub1=15)
4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정보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main=4&sub1=9&sub2=10)
4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융자지원(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03.jsp?sub2=2)
41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02호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812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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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사업장 정보’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표준사업장 정보 (2014.10.13-2018.12.31)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포함정보 ∘ 인증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증일자, 전화번호, 업종 및 주요생산품, 비고
수집시점

반기

수집형태

csv, hwp, xlsx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3033670/fileData.do

표준사업장 정보 데이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표준
사업장 인증 조건)을 만족하여 공단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관한 것이다. 한국장
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을 준수
하고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표준사업장417) 생산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다.418)
∘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정보’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정보 (1991-2019)

제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포함정보

∘ 기수, 자격연도, 자격번호, 수료일자, 소속기관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14778/fileData.do

417) 장애인 표준사업장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4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준사업장 정보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data_gb=007&pgn=1&search=&keyword=&m
ain=4&sub1=9&sub2=4&sub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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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 상담원 데이터419)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장애
인의 원활한 회사생활을 위하여 임명하는 직업생활상담원(상담원자격취득연도, 상
담원교육기수, 수료일자, 소속기관 등)에 대한 데이터 이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수료자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 ‘장애인취업지원프로그램 정보’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장애인취업지원프로그램 정보 (2018)

제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분

포함정보

포함정보

∘ 중증장애인 인턴제 통계

∘ 계획기관, 계획순번, 훈련구분, 사업장명, 산업분류

∘ 지원고용 통계

∘ 성별, 장애유형, 사업장명, 수료상태, 인턴기간, 전환여부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14776/fileData.do

본 데이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18년 지원고용, 인턴제에 관한
것이다. 지원고용 통계는 계획기관, 훈련구분, 사업장명, 산업분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턴제 통계는 참여자별 장애유형, 사업장, 수료여부, 인턴기간, 정규직전
환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2017.06.09)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포함정보

∘ 지정번호, 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생산품목, 시설유형

419) 상시 20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 지원을 위하여 의무
적으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지원(https://www.kead.or.kr/
view/service/service01_03_0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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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3084473/fileData.do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데이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지정
된 시설 및 품목에 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에서는 2008년부터 2019년 8
월 현재까지 지정현황420)을 xlsx로 공개하고 있다.

[참고] 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시설현황 데이터 url
시도
강원도

시군구
속초시
원주시
전체

장애인단체

데이터 제공 url
https://www.data.go.kr/dataset/3070810/fileData.do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68600/fileData.do
관련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84069/openapi.do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78172/fileData.do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66940/fileData.do

광명시

경기도

구분

거주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32882/openapi.do

광명시

관련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32883/openapi.do

광명시

단기거주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32885/openapi.do

광명시

보호작업장

https://www.data.go.kr/dataset/15032888/openapi.do

광명시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32890/openapi.do

광명시

장애인생산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32891/openapi.do

구리시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38689/fileData.do

420)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공고(2019.08.27. 기준)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2&CONT_SEQ=350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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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구분

데이터 제공 url

김포시

장애인단체

https://www.data.go.kr/dataset/15036618/fileData.do

김포시

장애인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36617/fileData.do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33832/fileData.do
동두천시 발달장애 및 언어치료기관 https://www.data.go.kr/dataset/3079721/fileData.do
부천시

장애인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45648/fileData.do

성남시

장애인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00773/fileData.do

수원시
안산시
안산시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양주시

장애인단체

https://www.data.go.kr/dataset/2749330/fileData.do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36520/fileData.do
장애인단체

https://www.data.go.kr/dataset/3079488/fileData.do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79489/fileData.do
관련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80811/fileData.do

연천시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46267/fileData.do

용인시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38356/fileData.do

이천시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46116/fileData.do

화성시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44428/fileData.do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65156/fileData.do

거창군
경상
남도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44495/fileData.do

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06042/fileData.do

김해시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33329/fileData.do

의령군

장애인시설단체 https://www.data.go.kr/dataset/15036124/fileData.do

창원시

장애인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77752/fileData.do

창원시 가족지원사업제공기관 https://www.data.go.kr/dataset/3080365/fileData.do

경상
북도

합천군

장애인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37355/fileData.do

전체

사회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05141/fileData.do

전체

장애인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46548/fileData.do

상주시

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05324/fileData.do

영천시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04649/fileData.do

포항시

장애인시설단체 https://www.data.go.kr/dataset/15035890/fileData.do

포항시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35891/fileData.do

전체
광주
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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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ta.go.kr/dataset/15012416/fileData.do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8227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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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구분

데이터 제공 url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21996/fileData.do
대구
달서구 장애인시설단체 https://www.data.go.kr/dataset/3073036/fileData.do
광역시
북구 장애인근로사업장 https://www.data.go.kr/dataset/15006367/fileData.do
대전
광역시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14357/fileData.do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81006/fileData.do

서구

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72107/fileData.do

중구

사회복지관

https://www.data.go.kr/dataset/15033971/fileData.do

사회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76804/fileData.do

전체
전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https://www.data.go.kr/dataset/3076561/fileData.do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37892/fileData.do

강서구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23012/fileData.do

강서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https://www.data.go.kr/dataset/15022997/fileData.do

부산
기장군
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23535/fileData.do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81444/fileData.do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23553/fileData.do

동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https://www.data.go.kr/dataset/15023560/fileData.do

동래구 발달장애 및 언어치료기관 https://www.data.go.kr/dataset/3079404/fileData.do
북구

사회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05943/fileData.do

북구

장애인바우처제공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26067/fileData.do

북구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05945/fileData.do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07309/fileData.do

사상구

장애인재활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25719/fileData.do

사상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https://www.data.go.kr/dataset/15025722/fileData.do
부산
사하구 발달장애 및 언어치료기관 https://www.data.go.kr/dataset/15016061/fileData.do
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16059/fileData.do
서구

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81345/fileData.do

수영구

장애인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44027/fileData.do

연제구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82195/fileData.do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3075573/fileData.do
서울시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15795/fileData.do

강동구

장애인복지시설 https://www.data.go.kr/dataset/15040221/fileData.do

주 : url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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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시설 관련 데이터
∘ ‘장애인복지시설현황’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장애인복지시설현황 (2014.5-2019.7)

제공기관

시도, 시군구

포함정보

∘ 시설유형, 시설종류,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주요프로그램, 종
사자수, 이용자수, 주관부서 등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는 매년 기본통계(승인통계)를 생산하여 지역 내 장
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기본통계에서는 생
활시설 수, 생활인원(명) 등과 관련한 정보만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되고 있으면 경기도, 서울특별
시, 용산구 등 자체적인 데이터포털421)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링크를 연동하여 데이
터를 공개하고 있다.

[참고]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현황 URL
시도

단체 및 시설 현황 URL

서울특별시

http://wis.seoul.go.kr/hope/customizedSearch.do?gbn=handicap_disableWelfareFacility

부산광역시

http://www.busan.go.kr/welfare/ahdisperfacility

대구광역시

http://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0529

인천광역시

http://field.incheon.go.kr/board/144

광주광역시

http://www.gwangju.go.kr/BD_0000070603/boardList.do?menuId=gwangju0806030000

대전광역시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jsessionid=TmaaEa0bQVc
epwO3eBdcJXdM71vvusrHlx8oxyC0oaaD4mPuy3a4bAlKOObH19p4.WEB1_servlet_e

421) 자체적인 데이터포털을 운영하고 공개하는 곳(서울열린데이터광장, 경기데이터드림, 도봉공유데이터광장, 용
산열린정보공개시스템, 합천군청, 달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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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체 및 시설 현황 URL
ngine1?menuSeq=2116

울산광역시

http://www.ulsan.go.kr/welfare/fhhcfaci

세종특별자치시 https://www.sejong.go.kr/welfare/sub03_05.do
경기도

https://www.gg.go.kr/archives/category/sector_info/sector_info-welfare/sector_info
-welfare-disable/sector_info-welfare-disable-m06

강원도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7_02_03_02

충청남도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CPWMENU00370

충청북도

http://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1654#none

전라남도

https://welfare.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welfare0202010000

전라북도

http://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9010000

경상남도

http://www.gyeongnam.go.kr/board/list.gyeong?boardId=BBS_0000341&menuCd=D
OM_000000111003002000&contentsSid=823&cpath=

경상북도

http://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wel/page.do?mnu_uid=2057&LARGE_CODE
=360&MEDIUM_CODE=60&SMALL_CODE=30&SMALL_CODE2=10mnu_order=8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wel/welNotice/welFacInfo/socialOrganization.htm

∘ ‘문화예술단체’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문화예술단체 (2016.07.05)

제공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422)

포함정보

∘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수집시점

분기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10635/fileData.do

본 데이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단
체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4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포털(https://www.arko.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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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 관련 데이터
∘ ‘장애인등록현황’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장애인등록현황 (2019)

제공기관

시도, 시군구

포함정보

∘ 장애유형, 장애등급, 성별, 이용서비스 등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는 인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생산
되는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기
본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매년 행정구역별 등록장애인현황을 행정집계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도 공개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통계별 포함정보는 아래와 같다.
[광역자치단체 기본통계 장애인현황 관련 데이터의 포함정보]
시도

통계명

통계
승인번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부산광역시

포함정보
행정
구역

성별

연령

장애
유형

장애
등급

201004

◯

◯

◯

◯

◯

부산광역시 기본통계

222003

◯

◯

◯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기본통계

203002

◯

◯

◯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기본통계

204002

◯

◯

◯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기본통계

205003

◯

◯

◯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기본통계

206003

◯

◯

◯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기본통계

207001

◯

◯

◯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기본통계

208002

◯

◯

◯

◯

경기도

경기도 기본통계

210002

◯

◯

◯

◯

강원도

강원도 기본통계

211002

◯

◯

◯

충청남도

충청남도 기본통계

2130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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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통계명

통계
승인번호

충청북도

충청북도 기본통계

전라남도

포함정보
행정
구역

성별

장애
유형

장애
등급

212002

◯

◯

◯

◯

전라남도 기본통계

215002

◯

◯

◯

◯

전라북도

전라북도 기본통계

214002

◯

◯

◯

◯

경상남도

경상남도 기본통계

217003

◯

◯

◯

◯

경상북도

경상북도 기본통계

216003

◯

◯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통계

218003

◯

◯

◯

◯

연령

[참고] 광역자치단체별 기본통계(장애인등록현황) URL
시도

기본통계(장애인등록현황) URL

서울특별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1&tblId=DT_201_00018_2014
&vw_cd=MT_OTITLE&list_id=201_20104_K&seqNo=&lang_mode=ko&langua
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OTITLE

부산광역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2&tblId=DT_1137&vw_cd=MT
_OTITLE&list_id=202_20203_K3A&seqNo=&lang_mode=ko&language=kor&o
bj_var_id=&itm_id=&conn_path=MT_OTITLE

대구광역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3&tblId=DT_K2E001&vw_cd=
MT_OTITLE&list_id=203_20302_2000_K&seqNo=&lang_mode=ko&language
=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OTITLE

인천광역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4&tblId=DT_20402_K000042
&vw_cd=MT_OTITLE&list_id=204_20402_ch02_h7&seqNo=&lang_mode=ko
&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OTITLE

광주광역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5&tblId=DT_20503_K001036
&vw_cd=MT_OTITLE&list_id=205_20503_001_11&seqNo=&lang_mode=ko&l
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OTITLE

대전광역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6&tblId=DT_20603_K001036
&vw_cd=MT_OTITLE&list_id=206_20603_2012_K&seqNo=&lang_mode=ko&l
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OTITLE

울산광역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7&tblId=DT_2071K36&vw_cd
=MT_OTITLE&list_id=207_20701_K&seqNo=&lang_mode=ko&language=kor
&obj_var_id=&itm_id=&conn_path=MT_OTITLE

새종특별자치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8&tblId=DT_20802N_200&vw
_cd=MT_OTITLE&list_id=208_BA208_SK&seqNo=&lang_mode=ko&language
=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OTITLE

경기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0&tblId=DT_21002_K033&vw
_cd=MT_OTITLE&list_id=210_21002_2001_K&seqNo=&lang_mode=ko&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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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기본통계(장애인등록현황) URL
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OTITLE

강원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1&tblId=DT_AE9&vw_cd=MT_
OTITLE&list_id=211_21102_AE&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
_var_id=&itm_id=&conn_path=MT_OTITLE

충청남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3&tblId=DT_21303_K000086
&vw_cd=MT_OTITLE&list_id=213_001_002_001_007&seqNo=&lang_mode=
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OTITLE

충청북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2&tblId=DT_T28&vw_cd=MT_
OTITLE&list_id=212_21202_011_002&seqNo=&lang_mode=ko&language=ko
r&obj_var_id=&itm_id=&conn_path=MT_OTITLE

전라남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5&tblId=DT_K037&vw_cd=MT
_OTITLE&list_id=215_001_215002_2002_K&seqNo=&lang_mode=ko&langua
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OTITLE

전라북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4&tblId=DT_214N_Z00026&v
w_cd=MT_OTITLE&list_id=214_214_21402_1_2001_K&seqNo=&lang_mode=
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OTITLE

경상남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7&tblId=DT_217003N_K036&
vw_cd=MT_OTITLE&list_id=217_217003_2000_K&seqNo=&lang_mode=ko&l
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OTITLE

경상북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6&tblId=DT_21603_K001036
&vw_cd=MT_OTITLE&list_id=216_21603_A01_G&seqNo=&lang_mode=ko&l
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OTITLE

제주특별자치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8&tblId=DT_21802_K001036
&vw_cd=MT_OTITLE&list_id=218_218021_A011&seqNo=&lang_mode=ko&l
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OTITLE

228

장애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5 편의시설 및 Barrier Free 관련 데이터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1998-2013)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포함정보

∘ 대상시설명, 구분, 개소, 설치율, 접근로, 주차구역, 높이차이제거, 출입구, 보도,
계단 또는 승강설비, 위생시설 화장실, 욕실, 샤워실, 안내시설 점자블록, 시각장
애인안내설비, 청각장애인안내설비, 기타시설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접
수대 및 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수집시점

5년 주기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03356/fileData.do

1998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편의
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5년 단위를 시행되었다. 본 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에서도 공
개되어 있다.
∘ ‘공중화장실’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공중화장실 (기관별 데이터명·수록기간 상이)

제공기관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포함정보

∘ 화장실명, 소재지, 장애인화장실여부, 장애인대소변기수, 설치년도, 위도, 경도, 개
방시간, 전화번호 등

수집시점

연간, 반기, 수시(제공기간별 상이)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423)

423)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시, 세종시, 부산광역시, 울
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공중화장실 데이터는 아래와 같
음. 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음
전국공중화장실표준데이터(https://www.data.go.kr/dataset/15012892/standar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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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는 정기적으로 공중화장실 현황을 조사하
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데이터 명과 포함정보가 상이하나 화장실명, 소재지, 주소,
남녀공용화장실여부, 성별 대소변기수, 장애인 대소변기수, 어린이용 대소변기수,
관리기관, 전화번호, 개방시간, 설치년도, 위도, 경도를 포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21개 공원의 화장실을 명칭, 주소, 장애인화장실 유무, 사
용여부, 고도, 위도, 경도 정보를 csv로 제공하고 있다.

[참고] 공중화장실 데이터 url
시도

시군구

전국공중화장실
표준데이터

강원도

강원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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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12892/standard.do

강릉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5524/fileData.do

고성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9916/fileData.do

동해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9187/fileData.do

삼척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9159/fileData.do

양주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24591/fileData.do

양양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1690/fileData.do

영원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20165/fileData.do

원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8215/fileData.do

인제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22256/fileData.do

정선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1556/fileData.do

철원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9967/fileData.do

춘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8207/fileData.do

태백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9465/fileData.do

평창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1923/fileData.do

홍천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1535/fileData.do

화천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2062/fileData.do

횡성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6219/fileData.do

가평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9396/fileData.do

고양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9396/fileData.do

광명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5524/fileData.do

광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540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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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데이터 제공 url

군포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7468/fileData.do

김포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23171/fileData.do

남양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3074188/fileData.do
부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3039409/fileData.do

성남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0642/fileData.do

수원시

https://www.data.go.kr/dataset/3044675/fileData.do

안양시

https://www.data.go.kr/dataset/3045083/fileData.do

양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3076890/fileData.do

양평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8890/fileData.do

연천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6319/fileData.do

오산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8049/fileData.do

의왕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7939/fileData.do

의정부시 https://www.data.go.kr/dataset/3072951/fileData.do
이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9679/fileData.do

파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8211/fileData.do

포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3071293/fileData.do

하남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8500/fileData.do

화성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8396/fileData.do

과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28353/fileData.do

구리시

https://www.data.go.kr/dataset/3038663/fileData.do

동두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6198/fileData.do

경상남도

시흥시

https://www.data.go.kr/dataset/3073748/fileData.do

안산시

https://www.data.go.kr/dataset/3073748/fileData.do

안성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8793/fileData.do

여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7673/fileData.do

용인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6350/fileData.do

평택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1633/fileData.do

거제시

https://www.data.go.kr/dataset/3079214/fileData.do

고성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0008/fileData.do

김해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0773/fileData.do

남해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6362/fileData.do

밀양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636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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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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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데이터 제공 url

사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4788/fileData.do

산청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7442/fileData.do

양산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9372/fileData.do

의령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8891/fileData.do

창녕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9637/fileData.do

통영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1309/fileData.do

하동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23847/fileData.do

함양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4180/fileData.do

거창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4684/fileData.do

진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9438/fileData.do

창원시

https://www.data.go.kr/dataset/3077967/fileData.do

함안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9201/fileData.do

합천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7907/fileData.do

경산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5872/fileData.do

경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5908/fileData.do

구미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5971/fileData.do

군위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9542/fileData.do

문경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5477/fileData.do

봉화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5716/fileData.do

상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8692/fileData.do

성주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6140/fileData.do

안동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5651/fileData.do

영양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5839/fileData.do

영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5758/fileData.do

영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5607/fileData.do

예천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5617/fileData.do

울릉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1553/fileData.do

울진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5741/fileData.do

의성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6005/fileData.do

청도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9174/fileData.do

청송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5727/fileData.do

칠곡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568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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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시

시군구

데이터 제공 url

포항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9502/fileData.do

고령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1838/fileData.do

김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9104/fileData.do

광산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18943/fileData.do

남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19683/fileData.do

동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9212/fileData.do

북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6223/fileData.do

서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11809/fileData.do

전체

https://www.data.go.kr/dataset/15019032/fileData.do

남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26780/fileData.do

달서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9891/fileData.do

달성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5115/fileData.do

북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6068/fileData.do

서구

https://www.data.go.kr/dataset/3055966/fileData.do

수성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9643/fileData.do

중구

https://www.data.go.kr/dataset/3057403/fileData.do

동구

https://www.data.go.kr/dataset/3055361/fileData.do

전체

https://www.data.go.kr/dataset/15021615/fileData.do

대덕구

https://www.data.go.kr/dataset/3034918/fileData.do

동구

https://www.data.go.kr/dataset/3071402/fileData.do

서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4438/fileData.do

중구

https://www.data.go.kr/dataset/3033896/fileData.do

유성구

https://www.data.go.kr/dataset/3069837/fileData.do

전체

https://www.data.go.kr/dataset/3045302/fileData.do

강남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22187/fileData.do

강동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9777/fileData.do

강서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10557/fileData.do

강북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8690/fileData.do

구로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8368/fileData.do

금천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15093/fileData.do

관악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9704/fileData.do

광진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1088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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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데이터 제공 url

노원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16152/fileData.do

도봉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19697/fileData.do

동대문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10528/fileData.do
동작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8850/fileData.do

마포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17174/fileData.do

서대문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19911/fileData.do
서초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11461/fileData.do

성동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15610/fileData.do

성북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6855/fileData.do

송파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8836/fileData.do

양천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9074/fileData.do

영등포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8447/fileData.do

부산광역시

용산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19124/fileData.do

은평구

https://www.data.go.kr/dataset/3076492/fileData.do

종로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8776/fileData.do

중구

https://www.data.go.kr/dataset/3080341/fileData.do

중랑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9768/fileData.do

전체

https://www.data.go.kr/dataset/15031644/fileData.do

남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7400/fileData.do

동구

https://www.data.go.kr/dataset/3079413/fileData.do

부산진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14576/fileData.do
북구

https://www.data.go.kr/dataset/3070086/fileData.do

연제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7352/fileData.do

중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8383/fileData.do

해운대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18452/fileData.do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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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https://www.data.go.kr/dataset/3045900/fileData.do

동래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24285/fileData.do

사상구

https://www.data.go.kr/dataset/3078751/fileData.do

사하구

https://www.data.go.kr/dataset/3079291/fileData.do

서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8846/fileData.do

수영구

https://www.data.go.kr/dataset/3076108/fileData.do

금정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767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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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시군구

데이터 제공 url

전체

https://www.data.go.kr/dataset/15012157/fileData.do

남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17336/fileData.do

동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7679/fileData.do

북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9165/fileData.do

울주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9824/fileData.do

중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08597/fileData.do

강화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1106/fileData.do

계양구

https://www.data.go.kr/dataset/3078053/fileData.do

남동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1063/fileData.do

동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15256/fileData.do

미추홀구 https://www.data.go.kr/dataset/3044090/fileData.do
서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10227/fileData.do

부평구

https://www.data.go.kr/dataset/3078699/fileData.do

연수구

https://www.data.go.kr/dataset/3079662/fileData.do

옹진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20430/fileData.do

중구

https://www.data.go.kr/dataset/3044486/fileData.do

제주특별자 서귀포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8132/fileData.do
치도
제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3083442/fileData.do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체

https://www.data.go.kr/dataset/15004934/fileData.do

보성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8970/fileData.do

강진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8101/fileData.do

고흥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23899/fileData.do

곡성군

https://www.data.go.kr/dataset/3074335/fileData.do

광양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1148/fileData.do

구례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6855/fileData.do

담양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9046/fileData.do

목포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0014/fileData.do

무안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8996/fileData.do

신안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9801/fileData.do

여수시

https://www.data.go.kr/dataset/3079342/fileData.do

영암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5622/fileData.do

완도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189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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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236

시군구

데이터 제공 url

장성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7239/fileData.do

장흥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1348/fileData.do

진도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9840/fileData.do

함평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1704/fileData.do

해남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26440/fileData.do

화순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23107/fileData.do

나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20724/fileData.do

순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2000/fileData.do

영광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9393/fileData.do

전체

https://www.data.go.kr/dataset/15004934/fileData.do

고창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9773/fileData.do

남원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3719/fileData.do

무주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9955/fileData.do

부안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0173/fileData.do

완주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0166/fileData.do

익산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8939/fileData.do

임실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22729/fileData.do

전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0386/fileData.do

정읍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7770/fileData.do

진안군

https://www.data.go.kr/dataset/3061526/fileData.do

순창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24629/fileData.do

장수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6951/fileData.do

금산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21722/fileData.do

논산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8607/fileData.do

당진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0736/fileData.do

보령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7932/fileData.do

부여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7643/fileData.do

서천군

https://www.data.go.kr/dataset/3079008/fileData.do

안산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8233/fileData.do

예산군

https://www.data.go.kr/dataset/3078282/fileData.do

천안시

https://www.data.go.kr/dataset/3078553/fileData.do

청양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848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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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시군구

데이터 제공 url

태안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9118/fileData.do

홍성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7971/fileData.do

계룡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08583/fileData.do

공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9121/fileData.do

서산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4548/fileData.do

전체

https://www.data.go.kr/dataset/3077410/fileData.do

단양군

https://www.data.go.kr/dataset/3070985/fileData.do

보은군

https://www.data.go.kr/dataset/3075798/fileData.do

영동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8180/fileData.do

괴산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06469/fileData.do

옥천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8822/fileData.do

제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18106/fileData.do

증평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18106/fileData.do

청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23469/fileData.do

충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3077182/fileData.do

음성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23957/fileData.do

진천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20046/fileData.do

주 : url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한함

∘ ‘교통약자 편의시설 현황’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2017)

제공기관

인천교통공사

포함정보 ∘ 역사명, 엘리베이터갯수(내부, 외부) 휠체어리프트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0144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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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424)는 인천1호선과 인천2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선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인천1호선에는 휠체어리프트 현황을 포함
하고, 인천2호선에는 엘리베이터 외부·내부현황만 포함하고 있다.
∘ ‘휴게소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휴게소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2019.08.20)

제공기관

한국도로공사

포함정보

∘ 본부, 휴게소명, 장애인주차구역설치여부, 점자블록설치여부, 임산부 등을 위한 휴
게시설설치여부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01274/fileData.do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한국도로공사425)가 보유하고 있는 휴게소별 장애인 주차
구역, 점자블록, 휴게시설 설치여부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 ‘장애인 주차장 현황’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장애인 주차장 현황(기관별 데이터명 상이)

제공기관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포천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포함정보 주소, 시설명, 총주차면수, 장애인주차면수, 주차장관리번호, 주차장명 등
수집시점

반기, 연간(기관별 상이)

수집형태

csv

수집원
URL

424)
425)
426)
427)
428)

자체정보시스템
경기도

광명시426),

경기도

포천시427)

부산광역시 강서구428), 서울특별시 은평구429)

인천교통공사 포털(http://www.ictr.or.kr/index.asp)
한국도로공사 포털(http://www.ex.co.kr/)
경기도 광명시(https://www.data.go.kr/dataset/15032899/openapi.do)
경기도 포천시(https://www.data.go.kr/dataset/15002286/fileData.do)
부산광역시 강서구(https://www.data.go.kr/dataset/304589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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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2019.6.17), 경기도 포천시(2019.09.06),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9.05.21), 서울특별시 은평구(2019.5.31) 4곳에서 관내 장애인 주차장 현황 데이
터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기관별 데이터명, 수집시점, 포함정보
는 상이하다.
∘ ‘무장애산책길시설물’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무장애산책길시설물 (2019)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포함정보

∘ 구간명, 구간경로, 난이도, 거리(km), 소요시간, 포장여부(재질), 최대노폭, 최
대경사도, 시설구분, 시설물명, 시종점구간, 위도, 경도, 고도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XLSX, csv, JSON, XML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11918/fileData.do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관내 위치하고 있는 산책길에 관한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
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은평데이터광장430)에 연동하여 데이터셋 다운 및 Daum
지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29) 서울특별시 은평구(https://www.data.go.kr/dataset/15037095/fileData.do)
430) 은평데이터광장(http://stat.ep.go.kr/wt/wt50/wt501020.do?data_meta_id=172#content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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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정보’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장애인물없는생활환경인증정보 (2017)

제공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포함정보

∘ 건출물, 인증번호, 인증구분, 등급, 교부년도, 지역코드, 시군구, 구분, 인증기
관, 인증종류

수집시점

수시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3051093/fileData.do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시설 정보’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시설 정보, 2017-2019)

제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포함정보

∘ 연도, 시설명, 시설명, 인증구분, 인증서번호, 인증기간, 인증등급, 도시, 시군
구, 비고

수집시점

반기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14781/fileData.do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
거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
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 제도431)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한 전문인증기관인이며, 일반인증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설 정보 데이터는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
431)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268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제정(안) 입법예고”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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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집·관리하여 공개하고 있다.

6 교육 관련 데이터
∘ ‘특수교육기관현황’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특수교육기관현황 (2018)

제공기관

교육부

포함정보

∘ 시도, 설립별, 기관명, 장애영역, 교장명, 인가년월일, 개교년월일, 교장실전화번
호, 행정실전화번호, 교무실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3057866/fileData.do

∘ ‘특수교육통계’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특수교육통계 (2018)

제공기관

교육부

포함정보

∘ 배치별(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수(장애유형별 학교
과정,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보조인력 수)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303885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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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학교 거점학교 현황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학교 거점학교 현황 (2018)

제공기관

교육부

포함정보

∘ 특수학교 학교기업: 장애학생 현장실습 확대 및 취업률 향상을 목적으로 특수학
교 내에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직업훈련실을 설치하여 현장중심 직업교육
제공하는 진로직업교육기관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특수학급 설치 일반 고등학교에 통합된 장애학생을
위해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 제공,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진로직업교육기관
∘ 지정연도, 학교명, 교육청, 설립별, 지정유형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17282/fileData.do

교육부는 2018년 특수교육기관현황, 특수교육통계,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학교 거점학교 현황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데이터는 교
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공표한 특수교육통계의 일
부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특수교육원4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 운전교육 현황’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장애인 운전교육 현황 (2017)

제공기관

국립재활원

포함정보 ∘ 구분, 월별계획, 월별실적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3078592/fileData.do

432)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통계
(http://www.nise.go.kr/boardCnts/list.do?boardID=356&m=010502&s=n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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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는 2017년 장애인 운전교육 현황을 제공하고 있
으나, 국립재활원 포털에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달 현황을 xlsx로 제공433)
하고 있다.
∘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2018-2019)

제공기관

전라남도

포함정보

∘ 시도명, 사업구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PC대수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3036104/fileData.do

정보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을 위한 관내 정보화 교육기관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 ‘고용개발원 교육정보’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고용개발원 교육정보 (2014-2018)

제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포함정보

∘ 과정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기간, 모집인원, 교육장소, 교육대상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04132/fileData.do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과정
에 대한 정보를 2014년부터 매년 제공하고 있다.
433)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
(http://www.nrc.go.kr/nrc/part/part01List.jsp?menu_cd=M_03_01_05_01&sub_loc=16&fno=2&board_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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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조기기 관련 데이터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집계현황’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집계 현황 (2013-2017)

제공기관

경기도 광명시

포함정보 ∘ 연도, 교부인원, 장애유형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시스템(광명나눔데이터)434)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32887/openapi.do

본 데이터는 경기도 광명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집계 현황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현황을 장애유형별로 제공하고 있다.
∘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정보’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정보 (2018.08.01)

제공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포함정보 ∘ 주소, 위치, 위도, 경도, 관리기관명, 전화번호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30253/fileData.do

본 데이터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전동보
장구 충전기 설치정보 데이터 이다.

434) 광명나눔데이터 포털(http://data.gm.go.kr/portal/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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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리프트 설치현황’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휠체어리프트 설치현황 (2019.08.28)

제공기관

서울교통공사

포함정보

∘ 호선, 역명, 장비, 호기, 승강기번호, 운행구간, 설치위치, 적재하중, 정격속도

수집시점

수시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38226/fileData.do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1호선부터 8호
선까지 역마다 휠체어리프트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제공기관별 수집기간 상이)

제공기관

광역자치단체,435) 기초자치단체436)

포함정보

∘ 시설명, 시군구(코드), 주소, 위도, 경도, 설치장소설명, 평일운영시작시각, 종료시
각, 토요일 운영시작시각, 종료시각, 공휴일 운영시작시각, 종료시각, 동시사용가능
대수, 공기주입가능여부, 휴대전화충전가능여부, 관리기관, 전화번호

수집시점

반기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

435)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곳
436) 강원도(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원주시, 평창군, 화천군,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동두천시), 경기도(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
시, 하남시), 경상남도(거창군, 양산시, 창원시), 경상북도(경산시,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 광주광역시(남구, 동구, 북구),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서구), 대전광역시(동구, 서
구), 부산광역시(기장군, 동래구,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서울특별시(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인천광역시(강화군, 남동구, 부
평구, 연수구), 전라남도(강진군, 광양시, 목포시, 순천시, 해남군), 전라북도(군산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
군, 전주시, 진안군), 충청남도(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보은군, 충주시) 총 8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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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
해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노인·장애인
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충전할수 있는 급소충전기에
대한 정보

[참고] 자치단체별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데이터 url
시도

강원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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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데이터 제공 url

동해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5587/fileData.do

삼척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7217/fileData.do

양구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7106/fileData.do

양양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8113/fileData.do

원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5562/fileData.do

정선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40013/fileData.do

평창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6468/fileData.do

화천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4987/fileData.do

광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5157/fileData.do

구리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4886/fileData.do

군포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40227/fileData.do

김포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4681/fileData.do

동두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4799/fileData.do

성남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5816/fileData.do

수원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4692/fileData.do

시흥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5146/fileData.do

안산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5644/fileData.do

안성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5610/fileData.do

양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5688/fileData.do

양평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6694/fileData.do

여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5557/fileData.do

오산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6528/fileData.do

의왕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5730/fileData.do

의정부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6003/fileData.do

파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5289/fileData.do

평택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605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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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시군구

데이터 제공 url

포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6312/fileData.do

하남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7254/fileData.do

거창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5594/fileData.do

김해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9707/fileData.do

양산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5279/fileData.do

창원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5700/fileData.do

경산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5068/fileData.do

고령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5068/fileData.do

김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4818/fileData.do

봉화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6569/fileData.do

성주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7251/fileData.do

영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6644/fileData.do

의성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5084/fileData.do

칠곡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7119/fileData.do

남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5893/fileData.do

동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5947/fileData.do

북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5607/fileData.do

전체

https://www.data.go.kr/dataset/15037264/fileData.do

남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4793/fileData.do

달서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4815/fileData.do

달성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7137/fileData.do

동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5913/fileData.do

북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9646/fileData.do

서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4780/fileData.do

중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6974/fileData.do

기장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6153/fileData.do

동래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5777/fileData.do

부산진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6109/fileData.do

수영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6255/fileData.do

연제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5935/fileData.do

해운대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6458/fileData.do

강남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5723/fileData.do

강동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6647/fileData.do

강서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6640/fileData.do

서울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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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시군구

데이터 제공 url

관악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9016/fileData.do

광진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5130/fileData.do

구로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5651/fileData.do

금천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4724/fileData.do

서초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6931/fileData.do

성동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4700/fileData.do

송파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6638/fileData.do

영등포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5031/fileData.do

은평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4686/fileData.do

종로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4916/fileData.do

전체

https://www.data.go.kr/dataset/15036063/fileData.do

강화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6068/fileData.do

남동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5695/fileData.do

부평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6984/fileData.do

연수구

https://www.data.go.kr/dataset/15036815/fileData.do

강진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6989/fileData.do

광양시

https://www.data.go.kr/dataset/3079578/fileData.do

목포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5003/fileData.do

순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7083/fileData.do

해남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6942/fileData.do

남원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7075/fileData.do

무주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7324/fileData.do

순창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7375/fileData.do

전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7303/fileData.do

진안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6269/fileData.do

전체

https://www.data.go.kr/dataset/15037239/fileData.do

금산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6713/fileData.do

논산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7117/fileData.do

부여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7237/fileData.do

예산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7072/fileData.do

태안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7174/fileData.do

보은군

https://www.data.go.kr/dataset/15036862/fileData.do

제천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9762/fileData.do

충주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5987/fileData.do

주 : url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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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공학 정보’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보조공학 정보 (2014.10.24-2017.04.12)

제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포함정보 ∘ 분류, 품목번호, 품목, 제품명, 제조업체, 납품업체, 지원형태, 내용연수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3072374/fileData.do

보조공학 정보 데이터는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또는 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
을 겪는 장애인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에 관한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
단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10월, 11월 기준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2015년에는 12월, 2016년에도 12월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하
였다. 이후 2017년에는 4월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수집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보조기기 보급 현황’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보조기기 보급 현황 (기관별 명칭 상이)

제공기관

광역자치단체

포함정보 ∘ 제품명, 업체명, 제품가격, 개인부담금, 내구연한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

보조기기 보급 현황 데이터는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
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제품에 관한 데이터 이
다. 현재 보조기기 보급 현황 데이터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에서 제공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 데이터는 수집시점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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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치단체별 보조기기 보급 현황 데이터 url
시도

데이터 제공 url

경기도

https://www.data.go.kr/dataset/3066907/openapi.do

광주광역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5591/fileData.do

인천광역시

https://www.data.go.kr/dataset/15036896/fileData.do

충청북도

https://www.data.go.kr/dataset/15029555/fileData.do

주) url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한함

8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 ‘장애연금지급현황’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장애연금지급현황 (2017.07-2018.06)

제공기관

국민연금공단

포함정보 ∘ 월, 관할지사, 장애등급, 수급자수, 금액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장애연금지급현황437), 관할지사별장애연금지급현황438)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로 인하여 수령하게 된 장애연금
의 지급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 ‘장애연금내역’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장애연금내역 (2018.12-2019.05)

제공기관

국민연금공단

포함정보

∘ 지사코드, 사고발생일자, 상병발생일자, 완치여부, 완치일자, 초진일자

437) 장애인연금지급현황(https://www.data.go.kr/dataset/3040648/fileData.do)
438) 관할지사별장애인연금지급현황(https://www.data.go.kr/dataset/304065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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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3048124/fileData.do

국민연금공단은 관할지사별 장애연금의 지급사유 발생과 관련한 내역을 공개하
고 있다. 관할지사는 코드화되어 있다.
∘ ‘장애인의료비 수급권자 수’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장애인의료비 수급권자수

제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포함정보 ∘ 월, 시도, 시군구, 자격구분, 수급자수
수집시점

수시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20709/fileData.do

사회보장정보원은 장애인의료비 수급자 수를 월별, 시도별, 자격구분별(의료급여
2종 경증, 중증/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경증, 중증)로 집계하여 통계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다.
∘ ‘장애아동수당’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현황 통계 (2010-2014)

제공기관
포함정보
수집시점

보건복지부
∘ 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0337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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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관련한 데이터는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수당 전체 현황
을 통계표로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장애정도별 수급자수(전체), 장애유
형 및 장애정도별 수급자수(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각각)를 복지로439)에서 통계
데이터(2013-2019)로 제공하고 있다.440)

9 기타 데이터
∘ ‘도서정보’ 데이터
구분

내용

데이터명

도서정보 (2014-2018)

제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포함정보

∘ 저자, 책제목, 출판사, 제작수량, 페이지

수집시점

연간

수집형태

csv

수집원

자체정보시스템

URL

https://www.data.go.kr/dataset/15004147/fileData.do

도서정보 데이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성, 문자의 형
태로 입력한 시각장애인 음성(문자) 도서 목록 데이터에 관한 것이다. 2014년부터
제작된 도서 목록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439)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sociguastat/retrieveSociGuaStatList.do?searchConditi
on=&searchKeyword=&pageUnit=10&datsClCrit=WS&datsClNo=1004&pageIndex=2)
440) 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 통계 현황(https://www.data.go.kr/dataset/1502070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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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구속불구속 현황’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제공기관

내용
범죄자구속불구속현황 (2016-2017)
경찰청

포함정보

∘ 범죄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속(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사전영장, 체포), 불구속
(불구속입건, 검사기각, 판사기각, 적부심석방, 검사구속취소)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간음, 강제·추행, 준강간 등 있음

수집시점
수집형태
수집원
URL

연간
csv
자체정보시스템
https://www.data.go.kr/dataset/3074456/fileData.do

경찰청은 범죄분류별 구속 및 불구속 현황 데이터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범죄소
분류 중에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간음, 강제추행, 준강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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