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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크로데이터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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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크로데이터 이해:  생성과정

마이크로데이터는 이미 공표된 통계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새로운 분석자료를 생성할 수 있음 (예, 시계열 분석, 타자료 연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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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크로데이터 이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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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크로데이터 이해:  예시

마이크로데이터와 매크로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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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크로데이터 이해:  조사표

인구동향조사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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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크로데이터 이해: 마이크로데이터와 코드집

인구동향조사 출생

지역 성별 출생년 출생월 부직업 모직업 출산순위 부연령 모연령

22 1 2015 01 13 13 1 27 27

22 1 2015 01 01 01 1 28 29

22 1 2015 01 03 03 1 29 32

22 1 2015 01 01 01 1 32 34

22 1 2015 01 01 01 1 33 33

22 1 2015 01 01 01 1 34 30

22 1 2015 01 05 03 1 35 30

22 1 2015 01 07 05 1 36 33

22 1 2015 01 02 02 1 36 35

22 1 2015 01 01 01 1 36 36

▶

코드 직업코드명

01 관리자

02 전문가및관련종사자

03 사무종사자

05 서비스종사자및판매종사자

0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7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08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09 단순노무종사자

13 학생, 가사, 무직

99 미상,군인(사병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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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크로데이터 이해: 예시
이용자가 “스스로 가공“ 하여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 지식＂을 발견해내는 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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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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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MDIS를 통한 One-Stop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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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연혁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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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MDIS 
시스템
구축



13

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

“통계청 및 통계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곳에 통합하여 서비스
(14년~17년 : 289종 통합구축·151종 서비스-통계청 45종 통계작성기관 106종)”



1
4

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다양한 주제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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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
(Public Use Microdata)

 일반이용자를 위해 응답자가 식별, 
노출되지 않도록 자료의 조사항목
을 제한·가공하여 제공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MDIS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인가용 마이크로데이터
(Licensed Microdata)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제공
되지 않는 항목을 추가로 제공

 이용승인절차를 거쳐 승인 시에만
이용 가능

 자료 자체는 다운로드 불가, 보안
환경이 갖춰진 분석공간에서 자료
이용 후 분석결과만 반출

 승인용(원격접근서비스,RAS)
 특수목적용(이용센터서비스, RDC)로

구분

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마이크로데이터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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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이크로데이터 비밀보호

16



3. 마이크로데이터 비밀보호:   법적근거

통계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①특정의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수 있다. <개정 2016.1.27.>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특정의 개인이나
법인또는 단체등을 식별할 수없는 형태로통계자료를 처리한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생략…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다른 자료와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통계자료를 제공하지아니할 수있다. 
<개정 2016.1.27.>
1. 특정의 개인이나법인 또는단체 등의식별이 가능하게되는 경우
2. 사업체의 영업상비밀을 침해하게되는 경우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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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이크로데이터 비밀보호:   보호기법

응답자의 개인정보보호 위해 5가지 유형의 비밀보호 기법을 각 서비스에 적용함

18



3. 마이크로데이터 비밀보호:   방법

공공용에 주로 이용중인 비밀보호 기법

• 노출위험이 있는 하나 이상의 변수를
감추는 방법

• 노출위험이 있는 몇 개의 범주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

• 순위 변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써 일정
순위 이상 또는 이하의 범주들을 새로운
하나의 범주로 합치는 일종의 Global 
Recoding 방법

• 정확매칭(Exact matching) 방지 위해 특정
변수값을 가감하는 방법

• 민감한 변수값을 record 간에 교환하는
방법

• 개별 변수값 대신 소규모 그룹의 평균 값을
주는 방법으로 Record를소그룹으로 정의

• 모데이터 변수의 일부를 샘플링하여
안전변수와 위험변수로 구분하고
위험변수에 대해서만 n개의데이터셋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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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이크로데이터 비밀보호:   인구주택총조사적용예

문항 원 자료 제공 적용기법

주거용
연면적

○○○㎡

1 20㎡

Recoding

2 20㎡~40㎡

3 40㎡~60㎡

4 60㎡~85㎡

5 85㎡~100㎡

6 100㎡~130㎡

7 130㎡~165㎡

8 165㎡~230㎡

9 230㎡

나이 ○○○세
0~84세 : 각 세로 제공

85세 이상 : 85
Top coding

점유형태

1 자기 집 1 자기 집

세부항목 재조정

2 전세(월세 없음) 2 전세(월세 없음)

3 보증금 있는 월세

3 월세4 보증금 없는 월세

5 사글세

6 무상(관사, 사택 등) 4 무상(관사, 사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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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이크로데이터 비밀보호:   적용 예

계 20세 미만 20~40세 40~60세 60~80세 80세 이상

전체 126 16 39 32 31 8

AA동 35 1 15 10 7 2

BB동 37 6 9 8 9 5

CC동 42 7 12 12 11 0

DD동 12 2 3 2 4 1

계 20세 미만 20~40세 40~60세 60~80세 80세 이상

전체 126 16 * * * 8

AA동 35 * 15 10 7 *

BB동 37 6 9 8 9 5

CC동 42 7 12 12 11 0

DD동 12 * * * * *

OO시 동별*연령별 외국인 수
→ 셀 값이 5 미만이거나 상대표준오차가 50% 이상인 경우 매스킹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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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크로데이터 비밀보호:  기업활동조사 적용 예

지역 산업대분류 산업중분류
상용

종사자수
자본금 자산 부채 매출총액

39 C 11 ** **** ***** ***** *****

39 C 20 *** **** ***** ***** *****

39 C 21 ** **** ***** ***** *****

39 C 26 ** ***** ***** ***** *****

39 F 41 ** ***** ***** ***** *****

39 F 42 119 3150 22075 10117 18144

39 F 42 71 1100 27601 17412 86176

39 F 42 81 1150 11289 1160 49730

39 G 46 18 14319 73152 39523 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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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DIS 서비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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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DIS 서비스유형:   서비스 모델

사용
용이성

비용 데이터
풍부성

특수목적용 데이터

승인용 데이터

공공용 데이터

- 민감정보 다수포함
- 2차 자료 생산가능

- 민감정보 포함
- 공표 수준보다 자세한

통계표 생산

- 민감 정보 없음
- 공표 수준의 통계표

이용센터
(RDC)

원격 접근
(RAS)

추출 다운로드
(MDIS)

물리적 보안환경

온라인 보안환경

일반 웹 환경

※ 신혼부부통계,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주택소유통계, 귀농어귀촌인통계, 퇴직연금 행정통계

- 통계청 5종 행정통계 마이크로데이터는 RDC에서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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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DIS 서비스유형:   서비스 수수료

다운로드서비스무료
•MDIS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

기간제
•좌석 점유기간에 비례하여 과금

•공공연구기관할인혜택 제공

연간정액회원제
•소속기관 이용자무제한 이용

•공공연구기관 할인혜택 제공

이용료

자료용량

이용료

자료용량
무료

종량제

정액

선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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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DIS 서비스유형:   서비스 수수료

종량제, 정액제(기관, 개인) 중선택

-서울대학교교수및재학생은무료(  ~ 2019.1.31)

종량제, 기간제(개인) 중 선택

-서울대학교 RDC 종량제 90%할인, 기간제 30%할인

시간제

무료

(※ CD로구매시 1건당 1만원부과(배송료포함))

종량제(RAS,RDC)

위탁처리시소요된작업시간을기준으로
부과하며시간당 71,359원

이용기간 일반기관(만원) 공공연구기관
(만원)

1개월 161 112
3개월 485 339
6개월 679 475
9개월 1,018 711

12개월 1,358 950

이용량 구간 추가비용

1MB초과 100MB이하 1,300원

100MB초과 500MB이하 1,100원

500MB초과 900원

기간제(RDC)

기관규모 일반기관(만원) 공공연구기관(만원)

대형(500명 초과) 327 229

중형(101~500명) 229 160

소형(100명 이하) 160 112

정액제
(RAS)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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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DIS 서비스유형: MDIS포털

• 공공용 자료

추출·다운로드

• 원격접근(RAS)서비스

• 이용센터(RDC)서비스

• 주문형 서비스 신청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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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DIS 서비스유형: 추출ㆍ다운로드 서비스

“공공용 자료에 대해 조사 및 항목 선택, 이용목적 입력 후 추출∙다운로드
(MDIS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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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DIS 서비스유형 :   RAS, RDC 이용절차

(이용자)
MDIS에서
이용신청

(통계청)
이용신청 검토,
검토결과 알림

RAS, 
RDC에서
자료분석

분석완료 후
분석결과
반출요청

제공자료
생성·제공

반출신청 검토,
검토결과 알림

이용자
자료반출

제공불가
(신청서보완, 이용항목 수정 요청)

반출불가
(반출자료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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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DIS 서비스유형 :   RAS, RDC 이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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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DIS 서비스유형 :   RAS, RDC 이용-기관소속회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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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DIS 서비스유형 : RAS, RDC 이용-기관소속 회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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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회원정보 등록

• 기관명 : 자동 셋팅

• 소속부서 : 입력

• 재직증명서 : 재직

or 재학 증명서 등록

• 연구과제 : 

연구과제는 필수

입력

2. 확인

• 기관회원정보 등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관회원정보

신청이 완료되며

관리자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동메일 알림과 문자

알림 시스템 추가

개발중

1

2

2

서울대학교 도서관담당자



4. MDIS 서비스유형: :   원격접근(RAS)서비스

“MDIS 포털에서 별도의 가상화서버(RAS)로 접속하여 연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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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DIS 서비스유형:    이용센터(RDC)서비스

“네트워크차단·출입통제 등 보안환경이 구비된 장소에서, 개별PC에 설치된
통계분석SW를 이용하여 연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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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DIS 서비스 유형:   RDC 개소현황

- 서울 강북 서강대학교

- 서울 강남 통계진흥원

- 서울 관악 서울대학교

-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 세종 KDI
- 대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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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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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연구결과공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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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사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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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5.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사례(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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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 논문공모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