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IS FAQ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자주 질문하는 사항들을 모아두었습니다.
Q&A(묻고 답하기)에 등록하기 전에 원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Q01.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Q02.

통계표를 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Q03.

통계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찾기가 어려워요.

Q04.

서로 다른 통계표를 조합하여 새로운 '나만의 통계표'를 만들고 싶어요.

Q05.

통계자료를 파일로 다운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Q06.

통계표의 통계설명자료는 어떻게 보나요?

Q07.

국제통계에 대해 알고 싶어요.

Q08.

e-지방지표에 대해 알고 싶어요.

Q09.

통계간행물을 책으로 열람하거나 구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Q10.

KOSIS 활용에 대한 기관(단체) 교육을 받고 싶어요.

Q11.

회원가입 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Q12.

회원을 탈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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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1.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국가승인통계 전체를 데이타베이스로 한 곳에 구축하여 국민들이 한 번의 접속으
로 쉽고 편리하게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의
One-Stop

국가통계포털서비스입니다.

그 동안에는 통계작성 기관별로 따로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자료를 서비스함으로써
통계이용자는 원하는 통계를 어디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할 지 어려움과 불
편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만 접속하면 간편하게 원하는 통계를 쉽고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주요통계지표, 각종 통계 컨텐츠 및 통계관련 보도자료등 정
보를 볼 수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은 국가통계 기반 강화를 통해 고품질 통계 행정 구현을 가능하게 해주
며, 통계자료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이용자 중심의 국가통계서비스시스템입니다.
현재 300여개 기관의 통계자료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자료 구축작업을 통하
여 수록자료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서비스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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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2.

통계표를 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가통계포털에서는 통계자료에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국내통계(주제별통
계, 기관별통계, e-지방지표, 과거·중지통계), 국제·북한통계(국제통계, 북한통계)
와 쉽게보는통계(대상별접근, 이슈별접근, 통계시각화콘텐츠), 온라인간행물 등으로 구
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 보기
통계표 파일 서비스
통계표 목록에서 파일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통계표를 조회하지 않고 직접다운
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량이 많은 대량 통계표의 경우에는 미리 CSV파일로 생성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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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3.

통계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찾기가 어려워요.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는 보다 쉽게 통계표를 찾을 수 있도록 3가지의 검색 방
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검색 / 통계목록 검색 / 카테고리검색
1) 통합검색
검색어를 통하여 통계DB, 통계분류, 온라인간행물, 통계설명자료 등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통합검색 이용방법 보기
2) 통계목록 검색
주제별, 기관별 통계목록 우측의 검색창을 통해 해당 통계목록명 및 통계표명에 대한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색창 좌측의 콤보박스를 이용하여 검색 종류(통계목록명 혹은 통계표명)를

설정

한 다음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에 대한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목록명 검색결과 화면에서 통계목록명을 클릭하면 해당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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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테고리 검색
메인화면 중앙에서 제공하는 주제별통계 아이콘을 통해 원하는 카테고리의 통계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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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4.

서로 다른 통계표를 조합하여 새로운 '나만의 통계표'를 만들고 싶어요.

국가통계포털에서는 통계자료의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KOSIS에서 제공하는 두
개 이상의 통계표를 결합하여 원하는 통계표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복합
통계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이용안내
• 로그인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복합통계표 조회후 스크랩 저장을 할 수 있으며 스크랩 저장된 복합통계표는 '나의
통계'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약사항]
- 선택한 통계표는 주기(월, 분기, 연 등)가 동일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복합통계표 이용방법
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통계표를 모아, 새로운 통계표 생성

①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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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계표 선택』 메뉴에서 복합통계표 조회 구분(단순형, 고급형)을 선택 후 통계표
를 선택합니다.

③ 『항목·분류 설정』 메뉴 에서 선택한 통계표들의 분류 및 항목을 선택하여 추가한
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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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복합통계표 조회 구분이 고급형인 경우 『자료매핑 설정』 메뉴에서 분류 및 항목
매핑을 설정 후 저장합니다.

⑤ 『시점선택 메뉴』 에서 복합통계표로 조회 할 시점을 선택 후 통계표 조회 버튼
(

)을 클릭합니다.

- 8 -

⑥ 관심지표만 모은 새로운 통계표가 생성되면서 복합통계표 조회화면으로 이동합니
다.
- 단순형 복합통계표

- 고급형 복합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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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복합통계표를 스크랩(

)하여 ‘나의 통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통

계자료 공표시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⑧ 자세한 사용방법은 복합통계표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합통계표 매뉴얼 보기

- 10 -

Q05.

통계자료를 파일로 다운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통계표 다운로드는 목록에서 직접다운로드와 통계표 조회화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목록에서 직접다운로드 받기

2) 통계표 조회화면에서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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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6.

통계표의 통계설명자료는 어떻게 보나요?

국가통계포털에서는 통계자료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하는 통계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설명자료에서는 통계에 대한 메타자료, 조사표, 통계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통계설명자료 정보와 연결되어 있는 통계표에서는 아래와 같이 통계설명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합니다.

통계설명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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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7.

국제통계에 대해 알고 싶어요.

국제통계는 국제기구(UN, IMF, OECD, WorldBank 등)로부터 수집한 세계

\

여러 국가의 통계를 주제별, 국제기구 회원국별, 국제기구별 통계로 나누어 국
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 주제별 국제통계 : 영토 · 인구, 고용 · 노동 · 임금 등 13개 분야별 통계로 구분
하여 「국제통계연감」의 수록내용을 서비스
2. 국제기구 회원국별 국제통계 : OECD, ASEM, APEC, G20의 회원국에 대한 분야
별 통계를 서비스
3. 국제기구별 통계 : IMF(국제금융통계 99종), WorldBank(세계개발지표 등 310종),
OECD(주요경제지표 등 107종),
UN(인구통계 등 357종), WTO(무역통계 8종), ILO(국제노동이동통계 32종)에서 생산
되는 금융, 경제, 인구,무역, 노동 등의 부문별 통계를 서비스
이와 함께, 국제통계 분야별 통계표에 대한 이해를 드리고자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국제통계의 문의내용과 답변을 한 곳에 모아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 > 통계이해 > 통계별 질문」 코너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통계를 찾는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통계표별 질문과 답변을
지속적으로 서비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국제통계(통계별질문) 더보기」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계(통계별질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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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8.

e-지방지표에 대해 알고 싶어요.

e-지방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정도,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민의 삶의 질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주제별(12개 분야), 지역별(17개 지역),
테마별(3개 분야)로 분류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차트와 지도 등을 통해 쉽게 지역 간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각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각화 서비스 주요기능]
① 주제별 메뉴에서는 원하는 지표의 17개 시도 데이터를 지도상에서 비교해 볼 수
있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차트를 통해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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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별 메뉴에서는 원하는 지역의 통계 수치를 차트 등을 통해 한번에 알아볼 수 있고 '
지역비교'버튼(

)을 클릭하고 비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면 여러개 지역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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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군구 데이터가 있는 지표의 경우 '시군구보기' 버튼(
지역의 통계 수치를 지도상에서 시군구 레벨까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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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클릭하면 원하는

Q09.

통계간행물을 책으로 열람하거나 구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통계청 도서관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한국통계진흥원 등 위탁판매처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자료 간행물 열람
●

통계청 도서관

☎ 042-481-2406~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3층)

●

나라셈 도서관

☎ 02-3438~8500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논현동, 서울세관 별관4층)

●

통계센터 도서관

☎ 042-366-6116~71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통계센터 4층)

◈ 통계간행물 위탁 판매처
●

한국통계진흥원

☎ 042-484-9554
http://www.stat.or.kr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386-2, 3번지)
대덕테크비즈센터(TBC) 7층 708호

●

교보문고

☎ 1544-1900
서울 종로구 종로1

●

경제서적

☎ 02-736-0640
http://kj-book.co.kr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4 광화문풍림스페이스본 301동 지하 101호

●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 02-394-0337
http://gpcbooks.co.kr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

한국정보서적

☎ 02-376-6030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58-1, 2층

●

정부간행물 전시관

☎ 02-737-7498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6길 5-4(통인동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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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obobook.co.kr

Q10.

KOSIS 활용에 대한 기관(단체) 교육을 받고 싶어요.

통계청에서는 KOSIS 이용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육은 수강인원 20인 이상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찾아가는 KOSIS'메뉴에서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가통계포털(KOSIS)> 민원안내> 찾아가는 KOSIS> 교육신청
[교육신청 방법]
① 회원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로그인 후 ‘교육신청’에서 교육일정, 교육인원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신청합
니다.
③ 교육신청에 대한 진행현황은 ‘신청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확정되면, 교육을 신청한 기관(단체)으로 통계청 직원이 직접 찾아가 KOSIS
활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해드립니다.
KOSIS가 뭔지, KOSIS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통계자료는 어떻게 검색하는지, 통
계표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교육내용, 교육장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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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회원가입 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회원 가입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통계표 스크랩 등 각 개인의 성향에 맞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으로 가입하면 찾아가는 KOSIS (KOSIS 이용교육)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3) KOSIS(국가통계포털), MDIS(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e-나라지표, SDC(통계센터)를 하나의 아이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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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회원을 탈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더 이상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의 이용을 원하지 않는 회원님의 경우, 로그인하신
후, "마이페이지 →회원탈퇴"에서 회원탈퇴를 하시면 됩니다.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