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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속보성 데이터 필요성

가용 데이터 유형 이슈

승인통계

 시의성

공공/민간
기관별 데이터

 상세성

 통합성

국가승인통계 1,230여종 중
87%가 1년 이상의 주기로 공표

승인통계의 절반정도가 조사통계

“승인통계를 이용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길게는 1~2년 후에나 가능’”

“설문조사기반 통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크기로
인해 대부분 국가 혹은 광역시/도 수준에서만 보고＂

기관 특성에 따라
관련 정보 분산, 산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 상황판, 
국책연구소별 코로나 이슈분석,
카드/통신사 코로나 상황판…”

 지속성

 신뢰성

기관별 정보 불일치, 관리 부실

“정보 집계 기준, 업데이트 주기의 상이함으로 정보간
차이발생”

“더 이상 관리가 안되는 개인 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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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민간/공공 자료 기반의 속보성 경제〮사회 지표 분석 및 포털 구축

민간데이터를 이용한 나우캐스트 포털을 구현하여 경제위기 혹은

코로나와 같은 충격이 유발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신속하게 묘사·정보제공

사업의 목적

시의성 있고 정교한 정책수립
및 연구활동을 지원

사업 범위

 민간 데이터의 대안 검토

– 신용카드사, 통신사 등 다양한 민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계/ 
사업체/일자리 부문 승인통계와의 유사성 진단

– 유사함 입증된 데이터의 활용방안 모색

 속보성 경제 〮 사회 지표 산출

– 통계적 검증을 통한 관련 지표 산출

– 지표별 상세비교분석을 위한 비교 항목 발굴 및 검증

 나우캐스트 시범적 구현 및 운영

– 경〮제사회 지표의 시각화, 데이터, 연구 결과물 등 다양한 표현

– 민간데이터의 지속적 수급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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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캐스트 이미지

속보성 경제사회 지표의 시각화, 즉각 반응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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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캐스트 시스템 구성도

나우캐스트는 나우캐스트 포털과 나우캐스트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 데이터 DB

데이터 백업

서비스 구성 정보

지표구성 기초데이터 파일
(File/API)

나우캐스트 서비스 DB

온라인 사용자 접속

2 서비스 데이터 구성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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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캐스트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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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캐스트

나우캐스트(Nowcast)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속보성 경제〮사회 지표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포털이다.

윈도우 타이틀

지표 선택

지역/비교 기준 선택

지역 선택

지역외 비교기준 선택

그래프

그래프 메시지

그래프 옵션

그래프 반응형 데이터

그래프 다운로드

그래프 이벤트

바닥글

차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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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컴포넌트

나우캐스트 포털은 다음과 같이 주요 컴포넌트의 결합으로 정의되어 있다.

영역 컴포넌트 설명

윈도우 타이틀 타이틀 통계청 로고, 제목 설정

SNS 연결 페이스북, 링크드인 연결

확대/축소 윈도우 전체 창 토글

햄버거 메뉴 사용자가이드, 나우캐스트에 대한 설명 자료

지표 선택 지표 선택 지표 선택

지역 및 비교 기준 선택 지역 기준 선택 지역 기준(전체/시도/시군구) 선택

비교 기준 선택 비교 기준(지역외분류항목/지역)

지역 선택 지표 타이틀 선택된 지표와 지표에 대한 반응형 도움말

지역 선택 시도/시군구 지역 선택

지역외 비교 기준 선택 지역외 비교 기준 선택 지역외 분류항목 선택

그래프 그래프 선택된 지표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

반응형(hover) 그래프 데이터 그래프 영역의 마우스 움직임에 반응하는 데이터 값 보여주기

그래프 메시지 마우스 클릭 시점의 그래프 메시지

그래프 옵션 전체 분류 또는 전체 지역 보기, 키 이벤트 보기

그래프 이벤트 키 이벤트 아이콘 및 반응형 설명 보여주기

그래프 이미지 다운로드 데이터를 포함한 그래프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 추가 차트 추가 새로운 지표 선택에 의한 동일한 분석 환경 추가 제공

바닥글 바닥글(footer) 데이터 제공기관, 스폰서 기관, 구현 기관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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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환경

나우캐스트는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포털과 내부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서버 나우캐스트 포털 나우캐스트 관리

WEB
Oracle M12-2S * 2대 (4Core*64GB)

Solaris 11
WebToB 4

eSlim SU7 2254 R4 * 2대 (1Core*4GB)
Linux 6.7

Jboss Web Server 2 2.4.6

WAS

Oracle M12-2S * 2대 (8Core*128GB)
Solaris 11
JEUS 7.0

JDK 1.7(JAVA SE 7)*

eSlim SU7 2254 R4 * 2대 (1Core*4GB)
Linux 6.7

Jboss Application Platform 6
JDK 1.7(JAVA SE 7)*

DB
IBM Power 780 * 2대 (6Core*322GB)

AIX 7.1
ORACLE 11G(11.2.0.4)

IBM Power 780 * 2대 (10Core*40GB)
AIX 7.1

ORACLE 11G(11.2.0.4)

Application Framework eGovFrame 3.2.0** eGovFrame 3.2.0**

개발 언어 JAVA, JSP JAVA, JSP

기타 라이브러리
Bootstrap 4.4.1

Highcharts
Bootstrap 4.4.1

Apexchart

*, **:
• JAVA SE 7은 2011년 버전임
• JAVA SE 8 (LTS) 2018년 버전을 현재 가장 많이 이용
• eGovFrame 3.2.0은 2015년 버전임
• eGovFrame 3.10.0은 2021년 버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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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그레이드 사항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독특한 구현의 하나의 예로써 나우캐스트(Nowcast) 포털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업그레이드 및 활용 사항을 가지고 있음

1) 독특한 데이터 설계

지표 데이터는 데이터 익명성 등의 이슈가 있어서 하위 계층 구조의 합이 전체의 계층 구조의 합이 될 수가 없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비교항목 별로

데이터를 구성하였고 각각의 요약 불가능한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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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그레이드 사항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독특한 구현의 하나의 예로써 나우캐스트(Nowcast) 포털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업그레이드 및 활용 사항을 가지고 있음

2) 데이터 수집 방식(FILE, API) 및 배치 스케줄링 추가

데이터 수집은 파일 또는 API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표준 라이브러리를 구성하였고, 데이터 수집의 즉시 실행 및 예약 실행을 위한 라이브러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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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그레이드 사항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독특한 구현의 하나의 예로써 나우캐스트(Nowcast) 포털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업그레이드 및 활용 사항을 가지고 있음

3) 다양한 기능의 시계열 차트 구현

Highchart.com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대화형 시계열 그래프, 열지도(heatmap), 육각형 지도(hexagon map), 이벤트 주석 추가 등 다양한 시각화 컴포넌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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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그레이드 사항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독특한 구현의 하나의 예로써 나우캐스트(Nowcast) 포털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업그레이드 및 활용 사항을 가지고 있음

4) One source Multi use

Bootstrap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와 추가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소스로 멀티 유즈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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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나우캐스트 포털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시의성 있는 경제〮사회 지표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 제공 및 분석 플랫폼 제공이며 아래와 같은 기대 효과가 있음

1) 정책 입안자, 관련 연구자 및 국민에게 시의성 있는 경제〮사회 지표의 시계열 분석 제공

2)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바로 이해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유저 인터페이스 제공

3) 민간/공공의 시계열(time series) 데이터의 시각화(visualization)를 위한 표준 플랫폼 역할

4) 민간/공공 데이터의 공식 통계로서의 승격을 위한 실험적 창구 역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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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1) 지역 간 비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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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2) 분류항목별, 예를 들어 성별, 연령대, 산업분류 등 비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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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3) 서로 다른 지표에 대하여 지역간, 분류항목별 비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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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4) 지표 시계열의 변화를 이벤트와 함께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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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캐스트 관리



20

메뉴 구성

나우캐스트 관리 메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주 메뉴 부 메뉴 설명

지표 관리 기관 데이터 정보 관리 민간/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기술적인(descriptive) 정보 관리

기관 데이터 매핑 관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각의 데이터 파일 또는 API 인터페이스에 대한 매핑 규칙 관리

이벤트 관리 이벤트 관리

지표 기본 정보 각 지표에 대한 기본정보 관리

지표 구성 정보 각 지표에 대한 분류 항목을 포함한 구성 정보 관리

지표 구성 모니터링 기관 데이터의 수집에서부터 구성까지의 과정을 모니터링

나우캐스트 모니터링 나우캐스트 사용자에 대한 기초 통계 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단어 관리 사용되는 모든 용어의 단어 분해와 표준화 관리

표준 용어 관리 사용되는 모든 용어에 대한 표준화 관리

공통 코드 관리 사용되는 모든 코드에 대한 표준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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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지표 구성 모니터링: 민간/공공 기관 데이터의 수집에서부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구성 전 과정으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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