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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정보를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행정정보의 품

질요건을 분석하여 행정정보의 개방성 제고와 학술·정책적 활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부동산거래신고 

제도를 통해 축적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국가통계로 공표하고 있는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개발사례를 대상으로 행

정정보의 통계적 활용 시 요구하는 덴마크의 7가지 품질지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연구

결과,중개업소에 조사비용을 지불하고 시세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해 오던 기존의 주택가격지수에 비해,시장의 실제 

상황을 여과 없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

던 반면,민원편의에 중심을 두는 행정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통계의 시의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주제어 : 행정정보,증거기반 정책,행정정보 품질,품질지표,전자정부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openness of administrative data and to make extensive use of it in 

the academic and policy development, analyzing the quality requirements as the users' view of administrative 

data using statistical purposes. Conducted the exploratory analysis on the case of the Transaction-based Price 

Index of Housing,  applying the administrative data of Real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in Korea, 

based on Denmark's 7 quality indicators for the statistical use of administrative dat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dministrative data could improve the efficacy of the policy by facilitating the collection of 

the statistical data which help analyzing the actual market situations. On the other hand, the data have some 

constraints in adding the required items to producing the statistics, or improving the timeliness problem, due to 

the characteristics focused on the civi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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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책개발을 한기 자료로서사회 상과변화를측

정하는 각종 통계지표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국내에서도2008년부터‘통계기반정책 리제도’를

도입하여 법령입안 시 통계기반 정책 리제도에 따른

심사를거치도록의무화하고있으며,통계청을 심으로

주기 인 통계품질진단을 시행하여 정책개발의 기 가

되는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최근 1.2인가구수가 ‘05년 42.2%에서 ’10년 48.2%

수 으로증가하고사생활보호의식증 에따라통계자

료 수집을 한 장조사가 갈수록 곤란해지고 있으며,

‘10년 인구주택총조사 소요 산 1,808억이 ’15년에는

2,712억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통계조사비용도 지

속 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에통계수요 한다양화해

짐에 따라,정부 는 유 기 의 일상 인 공 업무 수

행과정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통계작성에 활용할 필요

성과 효율 활용방안에 한 심이 증 하고 있다[1].

그간정보통신기술의발 에힘입어꾸 하게추진해

온 자정부시스템을통해축 된행정정보는다양한용

도로활용될수있는거 한잠재력을가진정보의보고

가 되었다.이에 정부는 정부 는 공공기 이 소유하고

있거나생산하는행정정보의 극 개방과공유를통해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국민의 신뢰도와 민

의 확 와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소통․ 력하는

‘정부3.0’의실 을추구하고있다.유럽등에서는이러한

행정정보를통계 으로활용하여정책개발 평가등을

효율화하여야한다는인식과제도 기반이활발히연구

되어시행되고있고,미국,유럽등선진국에서는행정정

보활용이보편화되어있다.특히,UN,EU등에서도비

용 감 응답부담 경감을 하여 행정정보 활용을

극 권장하고 있다.행정정보를 활용한 통계의 생산은 별

도의 비용,시간,인력을 투입하여 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공공기 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정책개발에 필요한 신규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에 장

조사를통해수집하던 통계조사항목을행정정보로 체

하거나 검증·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정부에 의해 축 되어온 행정정보가

단순한민원서비스의차원을넘어어떻게정책결정에활

용될수있을것인가?하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다양

한용도로활용되어야하는행정정보가정책개발을 한

통계목 으로 활용되기 한 품질요건을 충족시키기

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지를 분석하여 행정정보의

개방성을 제고하고 학술․정책 활용을 활성화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해 2006년부터 도입하여 운 하여 있는 부동산거래신

고제도를통해축 된행정정보를활용하여아 트실거

래가격지수를개발한사례를 상으로,행정정보를통계

으로활용시요구하는품질지표를제시한덴마크모형

을기 으로사례분석을 한개방형질문지를구성하여

통계개발기 정부부처 담당자를 상으로 심층면

을수행하는탐색 연구를수행하여행정정보의통제

활용에 따른 장단 과 효과,한계 등을 도출한다.

국내에서통계품질에 한연구는활발히이루어지고

있으나행정정보를통계에활용함에있어요구되는데이

터의품질에 한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본연구를통

해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

인 데이터 품질 리 책의 마련과 향후 통계청에서 행

정정보의통계 활용을활성화하기 한연구에기 를

제공하여 정부3.0실 을 한 행정정보의 개방성 제고

와 행정정보의 학술 정책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기

여하고자 한다.

2. 행정정보의 통계적 활용

2.1 의의와 필요성

국의 행정정보 임시조직(ADT;Administrative

DataTaskforce)는 정부 산하기 ,그 외의 법정기구

등에의해일상 으로수집된행정정보가연구자료로활

용된다면정책개발,집행 평가의방향을설정할수있

는 연구가 활성화되고,국가 반에 걸쳐 방 한 증거기

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제하에,성명,주소,생년월일,

보험․건강서비스․과세참고번호 등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제거된(de-identified)행정정보를 학술연구

정책에활용하기 한 근방법과자료연계처리 차

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 다.일상

으로 수집되는 행정정보는 풍부하지만 부분 조사연

구와 정책평가를 해 개발되지 않은 정보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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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appedsourceofinformation)이며,행정정보는 부

분 높은 품질과 범국가 으로 종합된 정보로서 개인의

긴 생애동안의 삶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그리고 특정

기 을 지정하여 계획 으로 조사하는 비용보다 효율

이고비용이 게소요된다.개인 는조직과 련된사

회보장,조세 그리고 교육기록 등의 국가행정정보는 조

사연구 정책평가를 한 증거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2].

한국은 일 이 행정정보화 등 자정부를 추진하여

세계 으로 우수한 ICT인 라를 확보하고 있고 행정정

보체계 한 상당한 수 으로 성숙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하지만,지 까지 행정정보는 민원서비스 개선

을 심으로 구축되고 활용되어 행정정보를 학술 통

계 으로활용하여정책개발의효율성을도모할수있는

측면에서의연계체계나표 화등은미흡한수 에있다.

행정정보는 더 이상 민원서비스의 효율화만을 도모하기

한자료가아니라정책개발을 한조사연구의기 자

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최근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통계조사의 비용이 기하 수 으로 상승하고 조사에 어

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이로 인해 조사자료의 정확성

등 통계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3].통계청

을 심으로이러한통계조사의문제 을효과 으로해

결하기 해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 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활

성화가미진한실정이며, 련연구 제도 기반의정

립과 반 인 인식도 미흡한 수 에 있다.

2.2 증거기반 정책개발

정책은 사회문제에 한 정부의 응으로 정의되며,

재 일어나고 있는,혹은 일어날 사회문제를 해결하거

나 완화하기 하여 정부가 내리는 한 결정을 의미

한다[4].정책의 개념에는 ‘바람직한 환경’,즉 ‘바람직한

사회상태를달성하려는정책목표’가포함된다[5].이러한

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 해서정책과정에서증거나데

이터기반의의사결정이 요한것으로강조되어왔으며,

정책과정에서증거를강조하는 통은특히미국과 국

에서 발 하 고 국 정부는 ‘증거기반 정책’을 발 시

켜왔다[6].증거기반정책결정의 도입에 일반 으로 공감

가형성되어있는것은정책과실천에더많이증거기

반으로 근하는 것이 정 인 발 을 이루게 될 것이

라는 이며,정책과정별로 요구되는 증거의 특성을 제

시하 다[7][8].

<Table 1> Policy process and the different 

evidences

Stageof

thepolicy

process

Differentevidencecharacteristics

Agenda
Setting

Requiresthecredibleevidencethatpolicyactors

canrecognizethekeyfactorsabouttheproblems

orissuesandcommunicatedependingonthe

importanceoftheproblem

Formula-

tion

Requirestheabundantand credibleevidence

containingtheholisticcontentsanddetailssothat

thepolicyactorscanensurethedecisionby

having aprofoundunderstanding thespecific

situationandtheoutcomeoftheexecution

Implemen-

tation

Requirestheoperationalevidenceforimproving

theeffectivenessofthepolicy including the

technicalskills,expertknowledgeandpractical

experience

Evalua-

tion

Theevidenceforevaluationontheoveralleffect

ofthepolicyanddevelopmentofthemonitoring

mechanism

source:AdaptedfromSutcliffeandCourt(2005),pp.6

증거기반정책의 개념은 효과 인 사회정책과 공공서

비스를 한 기본원리로 자리 잡았으며,과학 인 연구

를 통해 산출된 객 인 증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

하는 증거기반 정책은 다양한 이해 계자들을 설득하여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정책의 효과를 나타

내게해주는필수요소를 악하여정책집행의효율성을

높여 다[9]. 한,정책의합리 인수행은 장 생태

계에 한 정확한 단을 기 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며정책의성과를제 로평가할수있을때에가능한

데, 련 통계의 생산 리가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의 수립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고 지 하여[10],정책과정에 있어 통계가 증거기반

정책의 기 를 제공한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증거기반정책결정의최근의발 동향과 략에 한

논의에서는 신 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엄격한 기 에

의거 평가하고 은 비용과 노력으로 신속하게 증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며,정부가 실제로 생성하는 증거를

사용하여 특정 집단에 한 성과 개선을 달성하기 한

략 노력과상호 력할수있는 한환경 인센

티 를 제공하는 구조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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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데이터기반 의사결정과 빅데이터 활용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행정정보 축 이 증가함에

따라데이터기반의사결정과빅데이터활용에 한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지 까지 정부역할과 련

한증거는사후에기반을두고있으나,‘자료는새로운오

일’로서 실시간 자료 수집과 검토는 사 에 문제를 발견

하고제기할수있게하므로 시에차이를나타내는자

료를 얻는 것이 요하고,기존의 자정부가 정형화된

형식을 도출하는데 을 두었다면 단계는 자료 공

개에,다음단계는 자료의 활용과 의 참여에 을

두게 될 것이라고 하 다[12].

2.4 국내의 행정정보 활용실태

국가통계를총 하는통계청은통계법에행정정보활

용조항을신설하고행정정보의정보보호를 한운 규

정을 제정하는 등의 법 근거를 마련하여,2013년 4월

재안 행정부,국토해양부,국세청등으로부터주민등

록부,사업자등록자료,부가가치세신고서,법인등기자료,

건축물 장,사회보험자료,과세자료,종합 경 체자료

등 128종의 행정정보를 입수하여 경제,농림어업,인구

건설업부분74종의행정정보에 한DB를구축하고

58종의 통계청 통계 39종의 통계에 한 신규통계생

산과조사통계항목의 체 검증과보완등을추진하

으며,2015년인구주택총조사 수항목을행정정보로

체하는 등록 센서스의 도입을 추진 에 있다[1].

국가통계는 조사통계와 보고통계,가공통계로 분류되

는데행정정보를활용하여생산한통계는주로보고통계

로분류하여 리되며,통계청에서는국가통계에 하여

지속 으로통계품질진단을추진하고있다. 한,2008년

부터 정부부처가 법률 시행령 제ㆍ개정 시 통계기반

정책 리제도의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제ㆍ개정

할 정책에 알맞은 통계지표의 선정과 통계개발 개선

계획의타당성을 단하여정책에필요한통계지표를구

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13].

3. 행정정보의 품질요건 평가지표

3.1 공급자관점의 데이타 품질지표

미국에서는데이터품질개선을 한연방정부차원의

지침(DQA:DataQualityAct)을 통해 공공목 으로 배

포되는 일체의 데이터가 일정수 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한 3가지 데이터 품질요건을 제시하

고있다[14].제공데이터는개인,단체등데이터이용자

들의 이용만족도가 높아야 하며,데이터 이용자들이 쉽

게구할수있어야한다는편의성(Utility),데이터에 한

사용자 근권한 리를 통해 비권한자들로 부터 데이터

를보호해야하며기술 , 리 ,물리 보안강화를통

하여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는 신뢰성(Integrity),그리

고 데이터는 정확하고 분명하며 완 해야 하고,편행되

지않아야하고근거 출처가과학 인혹은통계 기

법에 의하여 증명되어 명확해야 한다는 객 성

(Objectivity)등이다.국내에서도 2012년2월 공공데이터

품질 리지원센터를설립하여국가차원에서공공기 의

데이터품질 리활동을 한다양한지원과서비스를제

공하고 있다.이를 뒷받침하기 해 안 행정부가 최근

에제정․고시한공공데이터의품질기 은7가지요소로

구성되어 있다[15].

․ 비성 :공공데이터의 품질 리를 해 기본 으

로 리해야하는정책,규정,조직, 차등을마련

하고,최신의 내용으로 충실하게 리되어야 한다.

․완 성 :공공데이터의 장소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논리 인 설계와 물리 인 구조를

갖추고,업무요건에맞게데이터가 장되도록하여

야 한다.

․일 성 :같은 의미를 갖는 데이터는 논리 속성

단 ,물리 컬럼 단 에서 일 된 이름과 형식을

갖도록 표 을 수해야 하며,공공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해공유․연계하는데이터는 락이없이

상호간의 일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확성:정확한데이터제공을 해데이터의입력

단계부터 오류가 입력되지 않도록 하고, 장된 데

이터가 정의된 기 에 맞게 유효한 값의 범 와 형

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장된 데이터가 실에

가장 가까운 최신 값을 반 하고 있어야 한다.

․보안성 :지속 인 품질확보를 해 운 되는 데이

터의 리주체가 리되어야하고,권한에따른데

이터의 근이 히 통제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등 요 데이터에 해서는 암호화 등 보안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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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성 :사용자가 만족하는 수 의 응답시간이 확

보 되어야 하고,사용자의 데이터 요구에 따른 수

집․처리․제공까지의 차가 체계 으로 리되

어야 한다.

․유용성 :사용자가 만족하는 수 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정보 근 시 사용자의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사용자의 정보 이용에 따른 만족

수 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내에서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시 주로 활용되는

품질기 지표는데이터유효성측면의정확성과일 성,

그리고 데이터 활용성측면의 유용성, 근성, 시성,보

안성등의 6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16].안 행정부

의 공공데이터 품질기 에서는 근성항목을 유용성에

포함하고 비성과 완 성 항목을 추가하 다.

3.2 통계품질관리제도 상의 품질지표

통계청은 2006년부터 3년간 450여종의 정부승인통계

에 한품질상태를정 진단하여국가통계품질을제고

할 계획으로 통계품질 진단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통

계품질진단은 통계가 작성되고 공표되기까지의 과정

에 걸쳐 통계품질을 종합 진단하는 과정으로,품질진단

항목을 6가지 차원으로 정의하고 있다[17].

․ 련성(relevance):이용자 에 을 둔 측면

으로 통계자료가 포 범 와 개념,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를 말한다.

․정확성(accuracy):측정하고자하는모집단특성이

나 크기를 얼마나 근사하게 측정했는가를 말한다.

․시의성․정시성(timeliness․punctuality):통계의

시의성은 작성기 시 과 결과발표 시 간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실 반 도와 련된 개념이고,

정시성은 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수하는가에

한 개념이다.

․비교성(comparability):시간 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동일한 개념,분류,측정도구,측정과정

기 자료 등을 기 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를 나타낸다.

․일 성(coherence):동일한 경제·사회 상에 해

서로 다른 기 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된 통

계자료들이얼마나유사한결과를보이는가를나타

낸다.

․ 근성․명확성(accessibility․clarity): 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얼마나 쉽게 근할 수 있는

지에 한 정도를 말하며,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한 정보제공 수 을 말한다.

3.3 행정정보에 관한 수요자관점의 품질지표

행정정보의 통계 활용에 한 인식이 보편화된 유

럽등에서는행정정보를통계에활용하기 해행정정보

가갖추어야할품질요건등에 한다양한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Eurostat는 행정정보의 품질결정 측정값

으로 사용하기 한 보고서에 12가지의 품질 지표를 제

시하고[18],통계청이행정정보의통계 활용시의품질

지표로제시한덴마크모형은행정정보의통계 활용을

한입수자료의고품질유지조건으로[Table2]와같이

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1].

<Table 2> Quality requirements of administrative 

data using  statistical purposes 

EUROSTAT Denmark

-Clarity

-Administrativeconcepts

-Coverage

-Referencetime

-Datafreshness

-Errorsinthedata

-Completeness

-Recordmatchingability

-Confidentialityand

privacyprotection

-Compatibilitybetween

fileformats

-Compatibility of

administrativedata-sets

intime

-Envisageduseofthedata

-Availability

-Identificationoftheunit

concerned

-Reliability

-Suitability

-Timereference

-Coverageand

completeness

-Timeliness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표 지침에 제시된 덴마크

모형의 품질지표를 기 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4. 행정정보의 통계활용 사례분석 

4.1 사례 설명

기존의국내주택가격지수는 개업소가 단하여입

력하는 시세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발표되어 왔으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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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장의실제상황을보여주기에한계가있다는지 과

함께 주택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해 시장상황을 보다

객 이고실질 으로 악할수있는가격지수의필요

성이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다.선진외국에서 실제 거

래가격을 기 로 주택가격지수를 산정하므로 부동산거

래신고 제도에 의해 축 된 자료를 활용하여 지수를 산

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19].행정정보의 원천은

부동산거래 리시스템이며,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생산

하는 통계는 아 트 실거래가격지수이다.

4.1.1 행정정보의 원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는 2005년 8.31부동산 책을 통해 부동산에 한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내용을 등기부등본

에 기재하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를 2006년 1월부터 시

행하 다.부동산거래시만연해온다운계약 이 계

약서작성,미등기 매등잘못된부동산거래 행을제

도 으로 차단하여 부동산 거래를 선진화․투명화하고,

공평․정당한 과세 인 라를 조성하기 한 제도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등기 세무 차의 자화를 통해 민

원의 간소화와 행정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

동산거래 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 하고 있다[20].

거래신고의 상은 부동산(토지ㆍ건축물) 는 부동

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분양권ㆍ입주권)에 한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 그 실제거래 가격 등으로 결,교환,

증여,신탁/해지,주택등제외한분양권매매는부동산거

래신고 상에서 제외되며,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공

동) 는 개거래인 경우 개업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신고기간은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60일이며,신고

사항은매매계약 상부동산의소재지 할시․군․구

청에서처리한다.거래 지 증명자료제출거부,부동

산거래미신고, 개업자에게거짓된내용을신고하도록

요구하거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하여는 법률이

정하는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되어있다.부동산거래

정보는부동산거래신고 과세업무지원등을 해국

세 산망,등기 산망,KLIS,건축 지 정보시스템,

주민행정시스템,공동주택가격정보시스템등유 시스

템과 연계하여 운 하고 있다[21].

4.1.2 통계생산 :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산정 시

스템

「공인 개사의 업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한 법

률」제27조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할 시․

군․구청장에게신고한실제아 트거래가격자료를기

로계약월기 으로매월작성되며,주택법제86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에 통계작성의 근거를 두고 2009년

12월21일가공통계로국가통계승인받아최 로공표되

었다[22].지수의산정은부동산거래신고제도를통해축

한 행정정보를 한국감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시정보

와 연계하여 통계작성에 필요한 특성항목을 생성한 후,

오류자료를 정제하고 지수산정모형을 용하여 산정한

지수를 검증하는 과정을 걸쳐 공표한다.

[Fig. 1] Statistical process of Transaction-based 

pri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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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품질지표 항목별 분석

의 사례를 상으로 행정정보의 통계 활용을

한품질요건에 한분석은덴마크에서사용하는지표로

알려진행정정보통계활용시입수자료의고품질요건으

로제시한7개항목을기 으로 용하여분석하고자한

다.한국과 덴마크와는 행정정보의 통계 활용에 따른

제도와 체계 등에 차이가 있고 지표항목별 설명에서 해

석상의모호한부분이있으나,본연구를통해덴마크모

형에서 제시하는 품질지표에 한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고 나아가 한국의 실정에 합한 지표를 연구하는 데

기 를 제공하고자 한다.

4.2.1 자료입수 가능성

덴마크 모형에서 ‘자료입수 가능성’에 한 품질지표

는필요한행정정보가입수가능한지의여부와통계기

의 보안체계에 한 신뢰성을 검토한다.본 사례의 행정

정보인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의 보유기 은 국토해양부

로서,부동산거래 리시스템(RTMS)을통해지방자치단

체에 축 된 자료 거래유형이 아 트인 신고 자료를

매월 특정 일자에 취합하여 통계작성기 에 송된다.

송 시 개인정보 보호를 해 구체 인 개인 식별번호

는 제외하고,거래형태가 개인 는 법인인지 여부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된다.

4.2.2 관련 단위의 식별자

덴마크 모형에서‘련 단 의 식별자’에 한 품질지

표는 행정정보와 통계자료간의 연계가 가능한 식별자를

안정 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자료의 단

는 거래된 부동산으로서,연계를 한 식별자는 부동산

의소재지 단지,동명,호명등으로구성되며한국감정

원의 아 트 기 정보와 연계가 가능하게 구성되었다.

4.2.3 신뢰성

덴마크 모형에서 ‘신뢰성’에 한 품질지표는 행정정

보에 한 신뢰성과 자료 제공의 시성 자료오류에

한 통계기 의 검 책을 검토한다.지수의 신뢰성

확보를 해가격자료입력하는과정에서발생한오류자

료와 특수거래 등의 비정상 인 거래자료,Box-plot을

용하여상하극단범 에 치하는이상치를제거한다.

입력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력

편의성을 해 주소 등의 식별자를 텍스트로 자유롭게

입력할수있도록하여발생한오류도포함된것으로

악된다.자료의 신뢰성은 통계생산 과정에 걸쳐 검토

되며,신뢰성제고를 해오류등으로제외된자료는별

도의 검토과정을 거쳐 발견된 문제 등을 보유기 에

피드백한다. 한,부동산거래신고자료는많은유 부처

가각기다른용도로활용함에따라다양한 에서자

료에 한 검증이 이루어졌고,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한 행정단속도 지속 으로 시행하 다.

4.2.4 적합성

덴마크 모형에서 ‘합성’에 한 품질지표는 행정개

념에의해수집된자료가통계 활용목 에 합한지에

해 검토한다.당시의 시장 행 등에 비추어 행정정보

가아니면정확한계약정보의수집이사실상불가능하여

실거래 가격에 의한 통계작성이 불가능 했을 것이라는

이 행정정보 활용의 가장 요한 효과가 될 것이다.

4.2.5 기준시점

덴마크 모형에서 ‘기 시 ’에 한 품질지표는 행정

정보와 통계자료의 기 시 일치 여부 갱신 요건과

련하여발생할수있는불일치등을검토한다.당월통

계 상 자료 마감은 계약일자를 기 으로 법정 기한 내

에 신고된자료를 상으로통계를생산하고신고지연

자료 등은 당월 통계생산에서 제외된다.

4.2.6 포괄범위 및 완전성

덴마크모형에서 ‘포 범 완 성’에 한품질지

표는 행정정보에서 사용하는 단 와 통계생산에서 요구

하는 단 와의 계,그리고 일부 자료의 락과 련한

보완사항 발생 등을 검토한다.자료의 포 범 는 국

단 의 실제 거래 자료가 자동 수집되므로 국 단 의

통계작성자료로 히활용될수있다.하지만,행정정

보만으로는다양한통계작성에필요한항목이부족했다.

신고 서식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필요한 항목을 추

가하려면 법률이 수정되어야 하는데 작성항목이 늘어나

면민원인의불만을야기할수있으므로항목의추가등

은 곤란했다.부족한 항목은 한국감정원의 공시자료 항

목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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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시의성 

덴마크 모형에서 ‘시의성’에 한 품질지표는 통계생

산 시 에 행정정보가 시의성 있게 제공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법령상거래신고기한이계약체결일로부터60

일이내로규정되어거래시 과지수발표시 간에 60

일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 다.통계의 시의성 측면에서

시차문제는 매우 요하지만,계약 후 30일이었던 신고

기한을 2007년부터 60일로 연장토록 법률이 개정된 바

있고,신고기한의축소방안이거래신고의무자인 개업

소 등에게는 법률상 신고기한 지연에 따른 벌칙 부과

등불이익이발생하는문제로반발이심하여제도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쟁 으로 부상되었다.결국 원

천 인제도의개선에한계가있는것으로 단되어2개

월추정지수를생산하는방안을모색하여시차문제를어

느 정도 극복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 다.

4.3 행정정보 활용효과 및 장단점

4.3.1 행정정보 활용효과

행정자료의 활용에 한 수요자 의 효과를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기 해,정책과정과 통계의 활

용에 한 체 흐름모형을 정립하고,정책단계별 필

요한증거의특성을고려하여기존의지수와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실거래가격지수와의 장단 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Fig. 2] Policy process using the statistics of 

administrative data

가.의제설정단계

정책의제설정단계에는 정책행 자가 문제 는 이슈

에 한 특징 요소를 인식할 수 있고,문제가 정말로

요한지를 악하여 소통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증거

가 필요하다[7].자료수집과 통계생산에 수억의 비용이

소요되는기존의주택가격지수가비 을받아온 요한

요인은 실제 인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악할 수 없

다는 에 있었다.모집단인 국의 아 트 에서 표

성을 갖는 표본을 선정한 후 시세자료입력을 지정한

개업소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가격기 자

료를 수집하 다.국내의 개업소는 일정한 지역 범

내에서 거래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하지만,지정된

개업소가 거래하는 지역의 범 와 취 할 수 있는 물

건은한정 이어서,거래망에노출된평균 인가격수

에표본주택의개별 특성을감안하여 개업소가추정

하는 자료가 거래가능가격으로 신뢰성을 가진다고 확신

할만한 근거의 마련이나 정확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업소 통해 수집하는 시세자

료가 빈번히 추세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지나치게

평활화(smoothing)되었다는 비 을 받기도 하 다.

반면에,행정자료를 활용한 실거래가격지수는 자료정

제 등의 비용 외에 통계생산에 소요되던 부분의 비용

이 감되었고,시장참여자에 의한 실제 거래가격이 수

집되어 특수거래 건이나 가격 이상치 등을 제거하는 정

제과정에서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지수

간변동폭의차이에 한실증 분석을통해실거래가

격지수가시장의실제 상황을여과없이잘표 해주

고 있음을 확인하 다[19].

나.정책형성단계

정책형성단계에는정책결정자가특정상황에 해충

분히 이해하고 정책집행 성과까지를 고려하여 의사결정

에확신을가질수있도록총체 내용과상세내용을포

함한 풍부하고 신뢰성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7].실거래

가격지수는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 의 거

래자료 수집이 부족한 경우 시군구 등 세부지역 단 에

한 통계를 생산할 없는 한계가 있다.이는 지수산정모

형상의한계로서행정자료를활용한장단 과는다소다

른 측면인 것으로 구분될 수도 있으나,기존 주택가격지

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으므로 정책기 에서는 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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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격지수와 기존의 주택가격지수를 병행하여 활용하

고 있다[19].

다.정책집행단계

정책집행단계에는정책효과를개선할수있는운

리측면의 증거가 필요하며,실무 기술 부분과 문가

의견,실무시범 용결과등실무와연 된증거가필요

하다[7].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정책목표는 부동산시장

의 투명성과 과세의 공평성을 실 하기 한 것이다.이

러한정책목 을실 하기 해서는신고자료의정확성

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산학연 문가로 구성된 포

럼을운 하여통계의정확성과신뢰성에 해지속 으

로 검토하고 필요시 장조사를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 다.특히,지수 산정과정에서 발견된 자료상의

문제 이 보유기 에 피드백되고,거래신고 자료 한

여러 부처가 공유함에 따라 용도별 다양한 에서 자

료의정확성에 한자율 검증이이루어지게되었으며,

정책기 은 정책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해 신뢰할 수

없는 자료에 한 지속 인 행정단속을 시행하 다.

라.정책평가단계

정책평가단계에는 반 인 정책효과에 한 평가와

모니터링 매커니즘 개발에 합한 증거가 필요하다[7].

주 의개입없이시장의실제 상황을 악할수있는

기 가 마련되어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정책목 에 맞

는 다양한 통계가 증거자료로 제공되고 이를 기 로 정

책효과를제고하기 한방안이다각 으로모색됨에따

라,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시장의 행이 폭 개선

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한

제도의 정착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통계 측면

에서도 부분의선진국이실제거래가격을기 로부동

산가격지수를 산정하고 가격지수의 국가 간 비교가능성

을추구하고있어서부동산통계의선진화를도모하는계

기가 되었다.

4.3.2 행정정보의 통계적 활용에 따른 장단점

가.장

덴마크모형에서 제시하는 품질지표 항목을 기 으로

행정정보활용의장 을살펴보면,자료입수가능성측면

에서 기존의 조사통계가 수억의 조사비용이 소요되었던

반면에,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자료 정제를 한 비용 외

에 자료수집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신

뢰성 측면에서는 행정정보가 다양한 유 부처에서 활용

됨에 따라 정확성에 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고,역시

통계생산과정에서도 입력오류 등 자료 정제작업을 통해

자료의정확성이나신뢰성에 한검증이이루어졌으며,

신뢰할수없는자료에 해서는행정단속을지속 으로

시행하여자료의신뢰성확보가가능하 다. 합성측면

에서는 기존의 조사통계 자료가 기 자료를 개업소를

통해 조사함에 따라 자료원의 주 개입으로 평활화되었

다는 비 을 받았던 반면에,행정정보를 활용함에 따라

시장의실제상황을여과없이 악할수있다는 이가

장큰효과인것으로분석된다.당시의시장 행등으로

미루어볼때실제계약된자료의수집은사실상불가능

하거나 많은 노력이 소요되는 등의 실효성 문제로 통계

작성이어려운상황이었으나,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도

입으로축 된행정정보는시장의실제거래상황을통계

에 활용할 수 있는 기 자료의 원천이 되었다.

나.단

행정자료의통계활용시내재된문제 도발견되는데,

기 시 과 련하여매월생산하는통계의시의성때문

에 통계생산을 한 자료마감 시 에 제약이 있으나 신

고기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신고지연 자료 등이

통계에서제외되고,포 범 완 성측면에서는신고

한 행정정보만으로는 통계작성에 필요한 항목이 부족했

으나 신고 서식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통계 작성에

필요한항목을더추가하면작성항목이늘어나민원인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항목의 추가 등이 곤란하다

는 한계가 있다.마지막으로,시의성 측면에서는 법령상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되

어 거래시 과 지수발표시 간 60일 이상의 시차가 발

생하 으나 이 한 법률의 개정과 신고인의 불만으로

인해 원천 인 제도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연구에서는행정정보를정책개발을 한통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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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하려는 수요자의 에서 행정정보의 품질요

건을분석하 다.이상의분석결과를요약하면, 개업소

에조사비용을지불하고시세자료를수집하여작성해오

던 기존의 주택가격지수에 비해,행정정보를 이용한 통

계는 자료정제 이외의 많은 비용이 감되고 특히,시장

의실제상황을여과없이 악할수있는자료의수집이

가능하다는 장 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

과도도모할수있었던반면,민원편의에 심을두는행

정서비스의특성때문에통계작성에필요한항목을추가

하거나 통계의 시의성 문제를 해결하기 한 원천 인

제도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행정정

보를 통계목 으로 활용하려는 통계기 은 분석결과에

내재된몇가지시사 을고려할필요가있다.우선,행정

정보가사회 는시장의실제상황을여과없이 악할

수있는신뢰성을확보하기 해서는데이터품질제고를

한 행정정보보유기 의 기술 노력 외에 사회 는

시장의투명성수 을고려한제도 뒷받침이필요하다.

한,민원인의편의성을고려하는행정서비스의특성상

통계작성에필요한충분한항목을확보하기에한계가있

으므로행정정보이외의자료로통계작성에필요한항목

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신고

등의 행정서비스는 법률에 규정된 기한에 의해 자료 수

집시기가 결정되므로 시성을 요구하는 정책개발의 경

우통계활용에시의성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에

한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한 정책 시사 을 정리하고자 한

다.유럽 등에서는 행정정보의 통계 활용이 보편화되

어있고국내에서도통계청에서행정정보의통계 활용

을 활성화하기 한 제도의 정립과 인식의 확산에 노력

하고 있다.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 부처에서는 정

부3.0실 을 해정보의효율 활용과개방성을제고

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특히 국토해양부에서는

하나의 부동산정보가 2개 부처,4개 정보시스템에 분산

되어18종으로 리되던각종부동산 련공 장부를1

종의종합공부로통합하는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건축물 장의정비등5천만건이상에달하

는자료불일치문제등을해결하는큰성과를도모하고

있으며,통계청에서최근공표한개인별주택소유통계개

발의 주요 성공요인이 잘 정비된 건축물 장을 활용한

효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본 연구의 분석과정을 통

해 행정자료의 통계 활용을 한 자료 정제과정에서

발견된문제 등이자료보유기 에피드백되어행정정

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도모하게 되었

고,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용도로 행정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확성에 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등,

정보의개방과공유가행정정보의신뢰성을제고하는효

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차원에서 공공정보 보유기 의 데이터 품질 리

사업을지원하여기 별로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의신

뢰성을 제고하고 자료의 연계 공유를 한 표 화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정보의 개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

안이될것이며,이러한노력은정보의개방과공유의활

성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하지만,데이터 보유기

의 품질 리 기 으로 삼는 품질지표와 본 연구에서

분석모형으로 용한 수요자 의 덴마크의 품질지표

를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Comparision between Denmark Model 

and Korean Standards as Data Quality 

Indicators 

DenmarkModel KoreanStandards

.Availability

.Identificationof

theunitconcerned

.Reliability

.Suitability

.Timereference

.Coverageandcompleteness

.Timeliness

.Readiness

.Completeness

.Consistency

.Accuracy

.Security

.Timeliness

.Usability

덴마크 모델은 행정자료의 통계 활용 시 입수자료

의 고품질 유지조건을 한 것이며,국내 기 은 공공데

이터의개방성과활용을활성화하기 해공공데이터품

질진단 평가를 한품질기 으로활용되는기 이다.

향후 행정정보의 개방성 제고와 더불어 학술 정책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해서는 개별부처의 데이터 품질 리차원을 넘어 행정정

보를활용하려는수요자 의품질요건이통합된품질

리 체계의 정립과 국가 체차원의 표 화에 비 을

높여추진할필요가있을것이다.본연구는단일사례를

활용한탐색 연구로서일반화에 한한계를가지므로

특성을 달리하는 사례들을 확 하여 연구한다면 좀 더

일반화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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