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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국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

복지 정책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 정책

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통계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매우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차 다양화되어 가

는 보건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 사업분야에서 필요로 하

는 통계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요

구되어 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복지 통계정보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EIP의 

개념을 보건복지 통계분야에 적용한 통계정보포탈의 모형을 구현해봄으로

써, 효율적인 보건복지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EIP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보건복지와 관련한 통계정보의 생산현황과 관련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현 시스템을 평가하고, 사용자 요구분석을 통하여 업무담당자가 필요한 통

계정보를 하나의 포탈화면에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EIP 개념의 통계

정보포탈에 모형을 제시하 다. 또한, 구축된 모형을 사용자관점과 데이터

베이스관점 등에서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통계정보의 활

용방안과 EIP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 다.

제시된 통계정보포탈의 모형은 구축된 통계정보의 효율적 사용방안과 

향후 전체 업무 및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EIP 도입시 선행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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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의의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빠른 속도로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됨

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질병구조 또한 복잡 다양한 양상을 보

이고 있다.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건강의 향상은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반하며 이러한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

복지정책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정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통계이며, 통계에 근거

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사업이 단순하고 집행결과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통계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날로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 판단과 미래의 예측을 위해 통계의 중요성은 매우 커져가고 있다. 국

민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현대 복지국가에서 통계는 국가정책

의 우선 순위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좌표가 되며(도세록, 2001), 정확

한 통계에 근거한 신뢰성 있는 정책의 수립 및 추진만이 국민의 신뢰를 높

일 수 있다(장 식, 2001). 따라서,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보건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 사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가장 손쉽

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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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정보화사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현대 사회는 정보시스템의 발전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어 가치 있는 지식으로 승화시키는 것에 대

한 필요성이 야기되고 있으며(이순철, 1999), 정부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

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자동화 및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정부

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개념 중 하나는 지식정보를 공유·활용하는 전략형 정부로 설명할 수 있으

며 이는 공무원의 업무에 필요한 전략정보를 제공하여 최상의 업무성과를 

보장하는 것이다(한국전산원, 1999). 즉,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

여금 산재된 많은 정보들 중에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가공 처리된 정

보만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최상의 업무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다(변재관 등, 2001).

보건복지부에서도 효율적인 보건복지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

년도부터 통계검색시스템과 복지정책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 하여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구

축된 시스템들이 모두 Stand-alone 환경에서 운 되고 있어 각 시스템의 

데이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에 중복된 

데이터와 프로세스가 존재하 으며, 하나의 문제 해결(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의 검색)을 위하여 관련된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엑세스하여야 하는 

등 각각의 시스템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 다. 따라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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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시스템들에 대한 통합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웹 환경

에서 사용자들에게 각각 개인화(personalization)된 컨텐츠(contents)와 뷰

(view)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두각 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

서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는 기존 IT 기반구조의 문제점인 이

질적 IT 기반구조를 통합하여 web환경으로 사용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전

달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이학재, 2002).

EIP는 인터넷이라는 단일화된 창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기업 내·외부

의 정보 및 관련 업무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충분한 정

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맞춤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단

일 게이트웨이(gateway)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메릴린

치컨설팅그룹), Gartner Group은 “EIP는 기업내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지식

과 정보와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는 가장 효율적인 창구가 될 수 있다”고 하

으며, 양키그룹의 지식경 팀 마크 오코너는 “기업포탈은 지식경 과 인

트라넷 혁명의 최신버젼”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모든 회사들이 기업포

탈을 직·간접적으로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 다. 

세계적인 흐름 또한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은 인터넷 시대 

제 2의 큰 물결로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을 제

공하게 될 것이며(Scott McNealy, CEO), 포춘 500대 기업중 60%가 2003년

까지 EIP를 도입 운 하게 될 것이라고 하 다(Gartner Group). 또한, 메릴

린치 보고서에서는 EIP는 정보기술의 새로운 조류로 2002년까지 1억 4,800

백만달러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 고, 양키그룹은 세계포탈시장이 

2003년까지 12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4 -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복지 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

여 효율적인 보건복지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EIP 개념의 통계정보포탈 구축전략을 제시하

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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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보건복지 통계정보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의 개념을 보건복지 통계분야에 적용한 통계정보포탈의  

모형을 구현해봄으로써, 효율적인 보건복지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EIP 구축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시스템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둘째, 업무분석 등을 통하여 통계정보포탈을 설계한다.

셋째, 통계정보포탈의 모형을 구현한다.

넷째, 통계정보포탈의 구축 및 운 전략을 제시한다.

다섯째, 효율적인 보건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EIP 도입 및 

구축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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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EIP의 등장배경

현대의 사회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정보의 공급과잉은 정보의 홍수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나 최종사용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검

색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 하는 생산성의 낭비를 야기 시

키고 있다. 또한 무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로서는 단순한 생산성 향

상이 아니라, 적절한 의사결정을 경쟁업체보다 빨리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것은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검색 및 공유가 뒷받침되어

야 한다.

그 동안 기업들은 다양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들을 도입하여 경쟁력 확

대를 꾀하여 왔으며, 이렇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기업 내에 늘어나면

서 각 어플리케이션간의 연계 및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해졌다. 또한 한번

의 Log-in을 통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및 정보 자원들에 쉽게 접근이 이

루어져야하며 웹을 지원하는 어떠한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개인화된 정보자원에 접근이 가능해져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축한 다양한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인트라넷,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CM(Supply Chain Management),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통합함으로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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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컨텐츠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정보중개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

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구조가 필요하게 되었다.

새롭게 등장하는 IT의 주요 특징은 Connectivity1), Intelligence2), 

Digital-Interface3)로 요약될 수 있으며, EIP, EAI, CRM, KMS 등을 중심으

로 한 IT의 통합을 통해 전사적인 요구를 효과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Gartner Group, 2002).

유연하고 통합된 IT의 환경은 조직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조직 경쟁

력 강화를 위한 기본요건이 되고 있다. IT환경의 통합은 다양한 환경이 고

려되어야 하며 조직내의 정보자원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IT통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이다.

1) 다른 시스템과의 연결성 또는 확장가능성

2) 지능, 추론, 학습, 자기개선 등과 같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시스템적으로 지원

3)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접속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를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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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nterprise Information Portal(EIP)의 정의

2.1 포탈의 정의

사전적 의미의 포탈(portal)은 정문(Gate), 현관(광산, 다리, 터널 등의) 

입구, 교문(橋門) 또는 시작, 발단이란 뜻이다. Gartner Group의 보고서에

서는, 포탈(Portal)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에게 개인화된 방법으로 서비

스와 어플리케이션 접근을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단일화된 게이트웨

이(gateway)라고 정의하 다. 

포탈(Portal)은 단계적으로 발전하면서 mega portal, vertical portal, B2B 

portal, enterprise portal의 네 가지 종류의 포탈로 나뉘어졌다. 첫째로, 

mega portal은 대부분 Yahoo, lycos, AOL(America online)과 같은 검색엔

진으로부터 시작하여 진화되어 왔다. 이것은 특정분야에 대해 인터넷 커뮤

니티(internet community)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터넷 환경을 만

들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는 vertical portal이다. 이것은 때

때로 Vortals이라고도 불리는데, 단지 특정분야나 기업이 전략적 목표로 삼

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Classmate.com과 같

은 동문회 사이트나, ivillage.com과 같은 여성 전용 사이트들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B2B Portal로, 기업간의 거래나 비즈니스를 하기 위

한 e-marketplace의 한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Enterprise portal이 있다. 이

것은 Corporate portal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업의 “터치 포인트(touch 

point : 사용자와 기업간 internal 또는 external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동

양식)“를 통하여 기업의 전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어져온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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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portal)이다. Enterprise portal은 특성상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기업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나 어플리케이션, 특정 분야에 집중한 비즈니스 

과정, 그에 따른 기능과 운 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2 EIP의 정의

EIP는 관점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정의된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보면, 

EIP는 인터넷이라는 단일화된 창구를 통하여 이용자(기업의 종업원, 고객, 

공급자 및 전략적 파트너)에게 기업 내외부의 정보 및 관련 업무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각종 업무의 프로세스, 정보공유, 마케팅 등의 효율

성을 높이는 기반구조이다. 지식경 의 관점에서의 EIP는 EKP(Enterprise 

Knowledge portal)이라고도 하는데, 인터넷상의 포탈기술을 기업의 지식관

리에 적용하여 기업내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사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맞춤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단일 게이트웨이(gateway)를 제공해주는 방법론이라 정의한다. 마

지막으로 전산학, 또는 SI(System Integration) 관점에서 보면, EIP는 데이

터웨어하우스, 그룹웨어, ERP, CRM, SCM 등 기업의 IT 기반구조를 통합

하기 위해서, XML, JAVA 기반 web interface의 single gateway를 구축하

는 것으로 정의한다. 

EIP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트너그룹은 EIP를 Intranet Entry 

Point, Content Integration, Application Integration, Outward Integration

의 네가지 단계를 정의하 다. 1단계인 Intranet Entry Point level은 기업

에 존재하는 다수의 인트라넷 시스템을 링크하여 단일접점을 제공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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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이다. 2단계인 Content Integration Level은 기업의 내·외부 정보가 통합

되어 있고, 고급 검색 및 개인화 기술을 이용한 통합접근이 가능한 단계이

다. 이는 외형적으로 인트라넷 그룹웨어에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리포팅 도구(reporting tool)가 추가 확장되고, 개인화가 가능

한 단계이다. 3단계인 Application Integration Level은 손쉽게 이메일

(E-mail), 협업(collaboration), 그룹웨어, ERP, CRM, 기간계시스템을 이용해 

정형화(structured) 및 비정형화(unstructured)된 데이터를 함께 다룰 수 있

는 가상 작업공간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4단계는 Outward 

Integration으로 외부 객체와의 통합이 가능해지는 단계로써, 해당 포탈에

서 제품설계 및 제조, 공급망(supply chain), 기업간의 협업이 가능해지고, 

전자상거래 활동도 수행하게 된다.

국내를 포함해 세계적인 기업들은 현재 1,2단계에 속해있으며, 3단계의 

진입을 위해 노력중이다. 3단계의 진입을 위해 기업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법론과 기술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

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많은 벤더와 기업들은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등의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3단계로 오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보안 모델, 시스템의 

성능, 메타데이터(metadata)의 관리에 대한 많은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한

다. 4단계는 e-business 역도 EIP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결론적으로 EIP는 아래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개의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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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해야 하는 현실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홍수를 방지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각 시스템들의 기능을 단순히 총

집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체계적인 Framework을 통해서 사용자

별로 Knowledge/Application view를 제공하는 것이다.

Group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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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

SCM

KM

단순
Web

Front-End
USER

Groupware

ERP

CRM

SCM

KM

단순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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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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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Non-EIP와 E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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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부포탈(Goverment-EIP)

정부포탈(Government Portal)은 기업포탈(Enterprise Portal)과 같이 정

부기관의 내․외부망(Intranet, Extranet)을 인터넷과 통합하여 포탈 사이트

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행정업무, 정보, 행정서비스, 

커뮤니티를 통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포탈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가 둘째,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셋째, 정부

의 고객인 기업과 국민과의 관계 증진 넷째, 작은 정부의 구현 다섯째, 

e-Government의 구현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포탈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반 구축, 업무 프로세스 정립, 각 시스

템과의 연결, 정부조직 내의 공감대, 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2.4 EIP에서의 대상정보의 정의

델파이(Delphi) 보고서에 따르면, EIP에서의 대상정보를 정형화된 정보

(structured information), 비정형화된 정보(unstructured information) 그리

고 프로세스 이벤트(process event)의 세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로 정

형화된 정보는 기업의 기간계 및 정보계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Numeric 

중심의 데이터를 말한다. 따라서 기업의 ERP, CRM, SCM 등 각종 어플리

케이션이나 데이터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데이터베이스(database), 데

이터마트(data mart), BI(Business Intelligence)로부터 생성, 저장된 데이터

들이 주축을 이룬다. 두 번째는 비정형화된 정보로 다양한 형태의 문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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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데이터(paper, .doc, .ppt, .pdf, etc)와 e-mail, 웹에 제공되는 온라인 파

일 등 텍스트 중심의 데이터들이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이벤트는 일정관

리 및 화상회의, 전자결재, 협업(collaboration) 등의 이벤트 중심의 데이터

를 말한다. 

2.5 EIP의 주요 쟁점

EIP의 주요 쟁점은 단일접점엑세스(Single Point of Access), 지식  경

(Knowledge Management), 기업 커스터마이징(Corporate Customization), 

엔드유저의 개인화(End-user Personalization), 확장된 기업(The Extended 

Enterprise) 형태로의 발전을 들 수 있으며 각각의 쟁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진다.

가. 단일접점엑세스(Single Point of Access)

EIP는 모든 기업 데이터에 단일 접점으로 엑세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으로서 EIP는 각각 다양한 범위의 상이한 데이터 자원으로부터 정보를 수

집하여 단일 저장소(Repository)에 저장하며, 사용자는 그 저장소를 검색하

거나 적절한 정보가 새롭게 등록될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 주는(Alert) 기능

이 포탈에 미리 설계되어 있다. 일반적인 EIP는 인터넷/인트라넷의 웹 컨

텐트나 각종 워드프로세스 문서, 스프레드시트, 기술 다이어그램 등의 비구

조적 정보나 자료에만 접근하는데 비해 보다 발전된 EIP는 기업전반의 데

이터나 의사결정지원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뉴스 컨텐트와 기업 어플리케

이션에 대한 접근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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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식경 (Knowledge Management)

주어진 단일접점을 통해 EIP는 지식 획득 및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인프

라를 형성한다. 이때 데이터 공유의 열쇠는 사용자가 포탈 내에서 문서를 

생성․등록하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요구․획득하는데 있다. 지식

경 은 정보 획득 후 지식저장소에 등재되는 메커니즘을 통해 새로운 직원

이나 신규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의 업무파악 및 적응에 대한 시행착오 시

간을 단축하고, 직원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저장소에 등록된 지식은 인계자

가 쉽게 활용 가능하다.

다. 커스터마이징(Corporate Customization)

조직은 사용자로 하여금 조직내의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소스에 엑세

스가 가능하도록 포탈을 커스터마이즈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를 업

무분야별, 조직 단위별로 분류하여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정의하며 커스터마

이징은 보안정책과 절차 및 포탈 내에서 데이터 분류기준을 정의한다.

라. 엔드유저의 개인화(End-user Personalization)

사용자는 주어진 역할의 파라미터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소스나 

어플리케이션 카다로그에서 적절한 포탈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여 개인화가 

가능하다. 개인화 프로세스는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거나 관계없는 정보를 필터링(filtering)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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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IP 구축의 목적 및 기대효과

최근 IT업계의 화두는 단연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이다. 인

터넷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지식경  및 E-비즈니스 시대의 도래로 많은 기

업들이 EIP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기업 또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합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B2C, B2B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통합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절실

해지고 있다. 또 인터넷으로 인해 업무의 라이프사이클(Life-Cycle)이 빨라

지고 있는 만큼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EIP를 활용한 비즈니스 통

합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IT의 흐름에 발맞추어 기업이 EIP를 도입했을 경

우의 기대효과와 도입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성공적인 EIP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의 당면과제를 정보와 정보 사용

자 관점에서 정의하고, 그중 어떤 부분을 EIP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검

토되어야 한다. 

과거로부터 많은 기업들이 운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백오피스, 프

론트오피스, 개인용 생산성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투자를 해 왔다. 이러한 

막대한 투자는 분명히 그 성과가 있었고 그 결과로 기업들은 과거보다 효

율적으로 업무 절차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중요한 업무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업의 절차 및 지식에 접근

하고자 하면 알맞은 정보와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내고 접근하는데 있어 아

직도 상당한 장애를 겪고 있다. 기업에 있어 무수한 어플리케이션과 다큐

먼트, 데이터베이스들로 인해 교육,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으로 IT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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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력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가 일관성이 없으며, 비효율적

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인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 기

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업무적 문제가 있다면 EIP의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

해 보아야 한다. 

-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업내 여러 시스템에서 정보

를 취합해야 한다. 

- 많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해야 한다. 

-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외부에서도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보가 여러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에 분산 저장되어 있어 정보 검

색이나 획득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 관리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정보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

르고 있다. 

-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EIP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생긴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사람들

이 정보를 조회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

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서로 독립된 별도의 작업을 통해 정보를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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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서 벗어나 EIP를 통해 사람과 지식, 프로세스를 통합한 새로운 방식으

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업무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EIP를 구축했다면 기대할 수 있는 EIP 도입에 따른 유·무형적 가치는 다음

과 같다.

3.1 정보기술에 대한 ROI4) 증대 

EIP를 활용하여 업무와 관련된 기업 내·외부의 모든 정보를 웹 환경에

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화면으로 제공하여,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

고, 전사적인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업무 효율

을 높이기 위해 거액을 투자하여 구축한 백오피스, 프론트오피스, 레거시 

시스템 등을 광범위한 사용자에게 개방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

함으로써 기존 IT 자산에 대한 활용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3.2 생산성 증대 

기업의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해 단일의 개인화된 페이지를 제공함으로

써 업무를 처리하는데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

을 사용할 필요없이 하나의 장소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따

라서 정보 검색이나 어플리케이션간 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이익 

4) ROI 분석(Return On Investment, 투자대비효과분석) : EIP 도입의 효과를 분

석함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분석방법으로서, EIP 도입으로 인한 모든 긍정적인 

효과를 정량화하여 총 프로젝트 비용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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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과 관련된 일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해서 단순한 형태로 보여주

기 때문에, 신입사원이나, 파트너, 고객들이 특별한 교육이나 습득절차 없

이 기업의 모든 자원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 습득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고객에게서 떨어져 

있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대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도 포함되

어 있다. 한편, EIP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은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지

고, 나아가 직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며, 이직율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3 효율적인 협업체계 지원과 지식경 의 실현 

조직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정보공유, 지식교환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을 통하여 공유된 작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협업을 지원한다. 그리고, 조직

내 커뮤니티를 활성화함으로써 전사적, 지역별, 부서별 B2E 정보자원 센터

로 활용하고,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E2E 작업 사이트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IP는 지식포털을 구현하여 전사적인 지식 자산에 대해 모든 지식 

근로자를 대상으로 웹브라우저를 통해 단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조

직내의 지식자산, 정보자원, 그리고 조직원의 기술과 경험을 포함하는 복잡

한 지식망을 기술적으로 연계하여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의 잠재적인 원천으

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기업의 지식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공유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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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고객, 협력사와 유대관계 강화 

EIP는 하나의 기업과 고객, 협력사, 공급사, 배급사 등 B2C, B2B 전자상

거래의 경쟁우위를 제공하기 위한 e-비즈니스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

이 핵심역량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협력사와 고객의 요구사

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업과 고객, 협력사, 공급

사, 배급사 사이의 장기적인 온라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고객 프

로파일링과 사이트 재방문을 위한 지능적인 컨텐츠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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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nterprise Information Portal(EIP) 의 요구 기능

EIP는 외부 컨텐츠 원천 및 서비스와 함께 복수의 이기종 내부 저장소

와 어플리케이션을 단일 브라우져를 통해 취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

해 놓은 형태로, 특성 사용자의 작업이나 역할에 맞춰 개별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준다. EIP의 단일 접점을 통해 인트라넷이나 그룹웨어, 

ERP, 기간계 시스템, OA 프로그램 등 조직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이기종 플

랫폼의 데이터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취득하고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e-bizgroup, 2001). EIP는 기존의 조직 자원과 솔루션에 외부와

의 서비스, 정보 교환 및 협업을 위한 인터넷 기능 등 현재까지의 모든 기

업 및 인터넷 IT 기술이 통합되어 진다는 데 그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

다. 

실제 EIP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기능은 벤더와 제품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각 어플리케이션의 강점은 개발 벤더의 출신이나 다른 어

플리케이션의 제품군에 따라 다르며, 강조되는 기능 또한 각 제품마다 차

이가 있다.  따라서, EIP는 다음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1 Personalization 기능

EIP는 사용자 그룹이나 최종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화란 브라우징(browsing)된 화면을 개인의 취향에 맞

게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ID와 Password에 기초해 개인이 사전에 지정했

던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 내부의 구성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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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고객이나 공급자와 같이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에

게도 포탈을 개인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4.2 Collaboration 기능

기업 내의 조직체계들과 포탈을 통하여 협업(collaboration) 기능과 상호

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내의 직원, 고객, 파트너 사이

의 일반적 지식뿐만 아니라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공유하여 이를 

통한 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 포럼(forum), 워크플로우

(workflow)등을 사용자들 간의 공동작업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지사와 협업을 통해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 

EIP를 도입하고 있다.

4.3 Search 기능

EIP 아키텍쳐(architecture)의 Search(검색) 요소는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

는 기능으로 지식관리 및 기타 상황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외에

도 EIP의 통합검색은 검색의 강력한 성능 외에도 철저한 보안기능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즉,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웹과는 달리 일

부 기업정보의 경우 열람 자격에 제한을 두어야 하며, 접근제어목록(ACL, 

Access Control List)을 통합해 해당 사용자가 접근 권한을 가진 정보만 열

람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검색의 결과는 개인별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 검색결과에서부터 작성자, 작성일, 내용요약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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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를 제공하는 검색결과까지 사용자의 개인화에 따라 표현되어야 하

는 것이다. 대부분의 EIP 벤더들은 Verity, Infosweek, Autonomy등의 

Search 벤더의 검색기능을 묶어 EIP 솔루션을 구성하는데 주로 Indexing, 

metadata access, full text access, concept based search의 네 가지 규칙에 

따라 검색을 수행한다. 

4.4 Data management 기능

Data Management는 데이터의 원천에 대한 metadata를 정의하고, 이러

한 metadata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Search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한 기반이 되고, 기업의 데이터 통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4.5 시스템 보안 및 관리 기능

이 기능은 administration과 security를 수행한다. Administration 기능은 

사용자, 그룹 등록정보 생성을 지원하고, audit, usage, activity report를 생

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security기능으로서, 기업정보포탈에서 가

장 중요한 single sign-on을 지원하고, source와 object의 level에 따라서 사

용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저장된 정보 및 자원

에 대한 침입차단, 침입탐지, 시스템 보안, 인증, 바이러스 등과 같은 역

까지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몇몇 솔루션들은 이를 personalization의 

일부로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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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Single Sign On

EIP의 보안 시스템은 시스템 계정체계를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으로 통합하고, PMI(Public Management Infrastructure)를 바탕으로 각 

전산자원에 대한 권한 체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할 만한 인증 및 

허가체계를 제공함으로 single Sign On을 구현하게 된다. SSO(single Sign 

On)를 통해 사용자는 추가적인 로그인(Log-in) 없이 사용자에게 허가된 모

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관리자는 단일한 관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4.7 Publishing & Distribution 기능

Publishing and Distribution은 포탈 content collection을 생성하고 포괄

하는 역할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 부여를 수행한다. 이 기능은 독립적

으로 수행되기보다는 System Security 기능, Data Management 기능 등과 

연계되어 Personalization과 Search 기능의 수행을 돕는다. 또한 다채널

(multi-channel) 온라인으로 또는 하드카피(hardcopy)의 형태로 정형화된 

또는 비정형화된 정보를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8 Report 기능

이 기능은 각 서비스 기능들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정

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에게 많은 종류의 채널(channel)과 뷰

(view)에 대한 “single point of access"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기능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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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분석 툴

(analysis tool)을 사용하기 위한 report, chart, cube, crosstab, SQL을 제공

하는 Reporting 기능 또한 필요하다.

엔터프라이즈 포탈이 가지는 기능 구성은 일반적으로 그림2와 같이 4개

의 큰 역으로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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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엔터프라이즈 포탈의 기능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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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 Service) 역

각 서비스 기능들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

는 기능을 담당하는 역이다.

둘째, 이용자 서비스(User Service)

각 서비스 모듈 및 응용 소프트웨어가 운용되는 역으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실행되는 역이다.

셋째,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 역

엔터프라이즈 포탈의 정보 디렉토리 및 정보 디렉토리를 관리하고 있는 

모듈들이 위치한 역이다.

넷째, 포탈 어댑터(Portal Adapter) 역

각 레거시 데이터 및 응용 어플리케이션과의 연결을 담당한다. 데이터 

차원뿐만 아니라 응용에 이르는 연결을 수행해야 하며, 정형/비정형 데이

터를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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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현황분석 및 평가

 ○ 현 정보시스템의 구축현황 조사

 ○ 현 통계정보시스템의 분석

 ○ 현 시스템에 대한 평가

통계정보포탈 설계

 ○ 통계정보포탈의 개념정의 및 목표설정

 ○ 정보요구분석

 ○ 통계정보포탈의 배경도, DFD 및 HIPO 작성

통계정보포탈의 모형구현

통계정보포탈의 구축 및 운 전략 제시

효율적인 보건복지 정책수립지원을 위한

EIP 구축 전략 제시

  ○ EIP 구축시 고려사항 제시

[ 그림 3. 연구의 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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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통계정보포탈의 개념을 “EIP 개념을 통계분야에 적용하

여 보건복지 정책수립에 필요한 각종 통계정보를 단일화된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하 다. 따라서, 통계정

보포탈의 모형을 통계정보에 한정하여 제시하 으며, 모형의 제시는 현재 

보건복지와 관련한 통계정보의 생산현황을 살펴보고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분석하여 통합된 형태의 통계정보포탈의 모형을 제시하

다.

또한, 제시된 모형을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체 행정업무로 

확산하여 성공적인 EIP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EIP 구축시 고려사항

으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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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분석 및 모형구축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재 운 중인 통계관련 시스템 중 가장 대표적인 

정보시스템인 통계검색시스템에 대하여 구조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 으며, 업무담당자와의 여러 차례 면담과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도출하 다. 또한 통계정보포탈 모형의 설계는 문헌고찰 등을 통

하여 정리한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구축 방법론을 이용하 다.

3.1 구조적 분석기법5)

가. 자료흐름도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에 이용되는 자료흐름도(Data Flow Diagram, 

DFD)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을 도형 중심의 하향식 분할로 표현함으로

써 개발대상업무의 작업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용자 요구의 정확

한 파악이 용이함으로 사용자와 분석자간 의사소통을 위한 공용어 역할을 

한다.

즉 그림4와 같이 직사각형, 원, 이중선, 화살표 등의 기호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활동적인 구성요소 및 그들간의 연관관계를 모형화하는 구조적 

분석기법의 분석도구이며 이것은 관리기능을 단계화하고 자료흐름을 중심

으로 표현하는 특성을 지닌다.  단계화는 분석대상을 상위도(context 

diagram), 중위도(level 1), 하위도(level 2)로 구분된다.

5) 이기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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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지/종착지

처리

자료흐름

자료저장소

[ 그림 4. 자료 흐름도(DFD)의 기호 ]

자료흐름 중심의 분석이란 자료의 입출력, 변환, 자료흐름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분할하여 연결개념을 이용하고 자료흐름도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입출력 자료의 흐름 평가, 자료의 변환 및 결합되는 곳의 처리 설

정, 자료흐름의 이름 설정, 처리의 이름 설정, 자료저장소의 설정 및 이름 

설정 등의 순서에 의해 하향식(top-down)방식으로 진행된다.

나. 계층적 입출력 모형

계층적 입출력 모형(Hierarchy plus Input-Process-Output, HIPO)이란 

업무를 기능에 따라 계층적으로 분류한 다음, 각 업무에 대해 이를 수행하

는데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며, 이 업무로 인해 출력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에 관하여 도형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계층적 입출

력 모형에서는 프로그램의 명세화작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한다.  즉 

첫째는 프로그램의 하향식구조를 나타내는 계층도(hierarchy chart) 또는 

도형방식목록(visual table of contents)이고, 둘째는 계층도에 나타난 각 기

능의 입출력 및 처리과정을 명세화하는 개괄 도표(overview diagra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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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구축 방법론

EIP의 구축은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출발

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될 지의 청사진을 면

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EIP의 구축은 조직전체의 자원, 즉 정보와 인프

라가 통합되고 재조직화 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기 때문에 그 구축 절차

도 면 히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등을 통하여 정리한 EIP 구축 프로세스를 EIP의 구축방법론으로 제시하

으며, 제시한 프로세스 가운데 EIP 비젼의 설정과 정보요구 분석을 통하여 

통계정보포탈의 모형을 구현하고, IT 환경분석, EIP 솔루션 선정 및 단계별 

구현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EIP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정리하 다.

가. EIP 구축 전략 프로세스

EIP 구축 전략의 수립은 업무프로세스와 IT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된다. 즉, EIP의 기능을 사용자와 정보기술의 관점에서 분석하여야 한

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면, 조직 내외부의 업무 프로세스

와 기능을 정의한 후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솔루션을 선정하고 단계별 

구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림5는 성공적인 EIP 구축을 위한 전략 수

립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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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P 비전

설정

정보요구

분석

IT 환경

분석

EIP 솔루션

선정

단계별 구현
계획 수립

[ 그림 5. EIP 구축 전략 수립 프로세스 ]

나. EIP 비젼(Vision) 설정

EIP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을 정의하기 위해서 조직의 비젼과 전략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EIP의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 즉, EIP

의 비젼을 통하여 의사결정과 효율성, 정보/지식자원에 대한 용이한 접근, 

개인화된 정보 및 서비스 등의 EIP 가치 명제(EIP Value Proposition)를 수

립하는 것이다.

다. 정보요구에 대한 분석

우선 EIP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와 기능

을 분석하고 각각의 프로세스와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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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의 우선 순위를 결

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업무수행자들의 참여로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

성함과 동시에 실제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기존 업무 프로세스

와 기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별 사용자의 정보 활용 패턴을 분석함으로

써 개인화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EIP가 제공하는 것은 여러 시스템을 항해

할 필요 없이 EIP 데스크 탑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이나 분석 툴을 정의하여 다양한 정보 소스로부터 직접 EIP에서 구동하도

록 해야 한다. 

라. IT 환경분석

EIP 도입을 위한 분석의 또 다른 한 측면은 IT환경에 관한 것이다. 이

러한 분석의 목적은 도출한 정보 요구 사항이 기존의 IT환경에서 충족 가

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EIP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반구조를 정의하는 데 

있다. 따라서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이러한 IT 환경 분석에 지표가 될 것

이다. 첫 번째로, IT 환경 분석은 이미 구축된 IT 기반구조뿐만 아니라 현

재 진행중인, 또는 앞으로 진행할 IT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이

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EIP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음

으로 인트라넷, DW, ERP, 메세징 서비스 등 독자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갖고 데이터 및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EIP가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셀프서비스 어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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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가 과연 기존 시스템의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보를 갖고 있는 IT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EIP 솔루션 선정

현재 EIP 솔루션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난립해 있으며 각각의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다음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EIP 솔

루션은 벤더들의 배경에 따라 각각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단순히  벤더들이 내세우는 아키텍처 분석을 통한 솔루션의 도입 보다

는 기업의 EIP 도입의 목적에 맞는 장점을 가진 벤더의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EIP 도입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Vendor 배경 특    징 주요 Vendor

 BI
 •DW, DM 등 정형 데이터 취급

 •정교한 협업 기능 지원 미흡
 Viador, Brio, CA

 ERP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 통합이 용이

 •Front-end에 대한 UI 부분이 취약

 SAP, Peoplesoft,

 Baan

 Document Mgt

 •문서관리에 강점

    (통합검색, 검색결과 자동분류)

 •개인화 기능 및 확장성 취약

 Humminingbird,

 Verity

 Database
 •개방형 아키텍쳐 채택으로 확장성 우수

 •협업 및 워크플로우 지원 미흡
 Oracle, sybase

 Application

 •사용자 위주의 Front-end에 대한

   편리성 제공

 •BI 및 Reporting 기능 취약

 Plumtree, Allaire,

 Vignette

[ 표 1. EIP 솔루션의 일반적인 특징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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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단계별 구현계획 수립

EIP와 같은 방대한 시스템의 전면적인 구축에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 도중에 추진의 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단

계별 구현을 통해 사용자 그룹별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순차적인 접근방

법이 필요하다. 

정보 요구사항 및 IT환경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별 기능에 대한 구현

의 난이도와 기대효과를 검토한 후, 파급효과가 크고 구현이 용이한 분야

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반적인 전략을 바탕으

로 단계별로 추진해야 단기적인 효과와 중장기적인 효과를 모두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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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1. 기존 시스템의 분석 및 평가

1.1 통계정보시스템 현황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정보포탈의 구현을 위하여 먼

저 보건복지와 관련된 통계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 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자료의 신속한 보급과 효율적인 통계생산을 위하여 

1998년부터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보건복지통계정

보시스템은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사업추진을 통하여 개발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인터넷의 보급에 발맞춰 웹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

하고 이를 통하여 부처 내부 및 일반 국민에게 보건복지통계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정보시스템 사업은 『보건복지통계연

보』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계자료의 입력 및 검

색, 통계연보의 자동조판, 기타 보건복지부에서 행한 조사자료의 데이터베

이스화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기존에 종이문서에 의하여 보고·집계하

던 각종 보고통계자료를 웹을 통하여 최초보고기관에서 직접 입력·전송·집

계할 수 있는 보고통계시스템의 구축도 동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되었다. 

또한, 복지정책지표를 통한 신속하고 유의미한 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

에 따라 242개 시·군·구에 구축되어 운 중인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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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한 자료를 활용하여6) 정책개발 및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차원

분석 시스템인 복지정책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의사, 간호사, 약사, 위생사 등 의료인의 면허자료를 관리하는 

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이 있으며, 면허자격사항 등록 및 각종증명서 발급, 

의료인면허관련 통계자료 등을 관리하고 있다.

통계정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구축·운 인 시스템들의 물

리적 환경은 표2와 같다.

대상시스템 운 주체 기종 DB OS 개발언어

통계검색시스템 보건복지부 HP Oracle Unix 파워빌더

보고통계시스템 보건복지부 HP Oracle Unix PHP

의료인면허관리
시스템

보건복지부 HP Oracle Unix
Visual-
Basic

전자결재시스템 보건복지부 HP Oracle Unix C++

복지정책DB 보건복지부 HP Oracle Unix SAS

[ 표 2. 관련 시스템의 물리적 환경 ]

대부분이 HP 기종의 서버를 운 중이며 DB는 오라클(Oracle)을 사용하

고 있다. 또한 개발언어는 웹 환경에서 운 되도록 구축된 보고통계시스템

은 PHP로 개발되었으며, 다차원분석을 위한 복지정책데이터베이스는 SAS

를 기본으로 하여 개발되어 Client/Server방식으로 운 된다.

6) 필요한 자료 중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료는 조사표를 이용하

여 취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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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 통계정보시스템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구축 운 중인 시스템 가운데 주된 

구축목적이 통계정보의 활용에 있으면서 현재 내부 및 외부사용자를 대상

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있는 통계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분석하고 배경도, 

자료흐름도 및 입출력모형을 작성하 다.

가. 배경도 및 자료흐름도 

기존의 통계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 관련 각종 통계정보를 내부 및 외부

사용자에게 웹을 통하여 통계표 및 그래프 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사용자(일반국민, 내부사용자), 자료관리자, 시스템운 자가 상호 연계되어 

서비스하게 된다. 통계정보시스템의 배경도는 그림6과 같다.

통계정보시스템

사용자

시스템운영자자료관리자

[ 그림 6. 현 통계정보시스템의 배경도 ]

자료관리자는 통계의 생산 및 보급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시스템운 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권한관리에 관한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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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정보시스템은 자료관리, 자료검색, 사용자관리부분으로 분해될 수 

있다. 본 시스템의 전체적인 자료흐름도를 작성하면 그림7과 같다.

통계정보시스템 시스템운영자자료관리자

사용자

P3
검색서비스

P1
자료관리

P2
사용자관리

[ 그림 7. 현 통계정보시스템의 자료흐름도 : Level 1 ]

통계정보시스템의 세부적인 자료흐름도를 작성하면 그림8과 같다.

통계정보시스템

시스템운영자

자료관리자

사용자

P2.1
로그인

P1.2
자료등록

P2.2
사용자등록

권한DB

통계DB

통계Master

P3.1
자료검색

사용자DB

분류Master

P1.1
자료생성

자료수집
자료작성

자료등록

검색결과

결과제공결과

사용자등록

등록요청

사용자확인

자료요청

결과확인

[ 그림 8. 현 통계정보시스템의 자료흐름도 : Level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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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는 통계 Master(원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생성하고 분류 

Master(분류기준)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통계 DB에 게시하는 업무로 이루

어진다. 사용자관리는 시스템운 자가 사용자 기본인적사항과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자별 권한을 설정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검색서비스는 로그인절차와 자료검색으로 이루어진다.

나. 계층적 입출력 모형

통계정보시스템의 계층적 입출력 모형은 크게 자료관리, 사용자관리, 검

색서비스 등 3개의 기능으로 구성되며(그림9), 각각의 기능은 시스템 분석

을 위해 데이터 구조 자체를 계층화하고 각각의 과정을 입력(Input)-과정

(Process)-출력(Output)의 단계로 분해하 다.

1
통계정보시스템

1.2
사용자관리

1.1
자료관리

1.3
검색서비스

[ 그림 9. 현 통계정보시스템의 HIPO ]

1) 자료관리 업무

현 자료관리 업무는 사용자의 요구 등에 따른 통계정보를 생산하여 등

록하는 업무로서 생산된 통계정보를 분류기준에 따라 통계DB에 등록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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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사용자가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10)

1.0
자료관리

1.1
자 료 생 성

1.2
자 료 등 록

INPUT PROCESS OUTPUT

통계 DB

1.1
자료생성

분류 Master

통계자료

통계 Msater
(원시자료)

1.2
자료등록

자료등록화면

[ 그림 10. 현 자료관리과정의 HIPO ]

2) 사용자관리 업무

현 사용자관리 업무는 사용자 및 그 권한을 설정, 변경, 삭제처리를 하

며, 관련 정보를 사용자 DB 및 권한 DB에 저장, 관리함으로써 사용자 로

그인시 정상적인 사용자의 확인과 그 권한을 할당한다.(그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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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용자관리

2.1
로 그 인

2.2
사용자등록

INPUT

ID, PW

PROCESS OUTPUT

2.1
로그인

2.2
사용자등록

사용자 DB

권한 DB

사용자인적정보

로그인결과화면

사용자 DB

권한 DB

사용자등록화면

[ 그림 11. 현 사용자관리과정의 HIPO ]

3) 검색서비스

검색서비스는 로그인 절차를 거친 후 필요한 정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하게 되면 검색결과는 화면, 프린터 및 전산파

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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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검색서비스

3.1
자료검색

INPUT PROCESS OUTPUT

3.1
정보요청

조회화면

전산파일
(다운로드)

검색결과 출력

분류 Master 

검색결과화면

[ 그림 12. 현 검색서비스과정의 HIPO ]

1.3 현 시스템의 평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구축 운 중에 있는 여러 통계정보 관련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료가 존재하는 

개별 시스템에 별도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중복생산 및 불필요한 검색시간이 증가한다.

현재의 통계정보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정보의 생산이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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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따라 각각 다른 시스템에 관리되고 있다. 이는 자료의 중복생산이

나 불필요한 검색시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사용자의 권한설정을 시스템마다 별도 관리한다.

각각의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시스템별

로 별도의 로그인(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해당 시

스템을 활용할 때마다 별도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 하는 불편

이 있으며, 또한 각 시스템마다 개인정보 및 시스템 접근 권한에 관한 사

항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개인별로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여 제공하는 맞춤정보의 기능이 

없다.

현재의 시스템환경에서는 사용자별로 필요한 정보만을 자동으로 선별하

여 볼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개별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여 검색하는 방법

은 해당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으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가 해당 시스템에 존

재하는 모든 자료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 환경은 사용자별

로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여 전달하지 못하므로 사용자 개인의 입장에서

는 필요한 정보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의 양이 더 많다는 인식을 가

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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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통합검색이 불가능하다.

업무수행에 활용하는 지표가 단순한 단일 통계표일 수도 있으나 여러 

통계정보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개별 시스템에서 추

출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추출된 정보

를 조합하여 새로운 지표를 생성한 후 이용한다. 따라서 현재는 관련 시스

템들에 대한 통합검색이나 정보의 조합이 불가능함에 따라 결국 추출된 정

보를 수작업으로 가공하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다섯째, 부가정보의 기능이 없다.

현재의 시스템들은 최종적으로 가공된 통계표만을 제공할 뿐 제공되는 

통계정보와 관련한 부가정보의 제공이 전무하다. 이는 제공되는 통계정보

의 생산방법이나 관련된 용어해설 등의 부가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자칫 통계의 해석을 이용자마다 달리하여 정보의 올바른 이용을 저해할 우

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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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정보포탈의 모형 설계

2.1 통계정보포탈의 개념정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정보포탈의 개념을 사용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을 단일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제공하여 직접 업무수행

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하 다. 따라서, 사용자는 웹브라우져를 

통해 통계정보포탈에 접속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최적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통계정보포탈은 다양한 통계정보를 단일 화면을 통하여 사용자

별로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그림13). 

사용자사용자

정보정보
보안인증보안인증

통계정보포탈통계정보통계정보포탈포탈

정
보

및

시
스
템

통
합

사
용
자
별

맞
춤
정
보

제
공

[ 그림 13. 통계정보포탈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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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계정보포탈의 비젼 및 목표 설정

본 연구자는 통계정보포탈 구축의 비젼을 “통계정보포탈을 통해 업무수

행에 필요한 모든 통계정보와 관련지식에 접근하여 적시에 적절한 의사결

정을 내릴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보건복지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로 정의하 으며, 통계정보포탈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첫째, 정보의 통합 및 조직화로 검색 효율 향상

둘째,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셋째, 개인화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또한, 기존 통계관련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통계정보포탈을 통해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정보포탈의 구축 목표

를 설정하 다.

첫째, 현재 운 중인 모든 통계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한번의 로그인으

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단일 게이트웨이를 제공한다.

둘째, 사용자별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

하여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를 지원한다.

셋째, 포탈을 통하여 상호 협력에 의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업시

스템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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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각 시스템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관련 Data 및 컨텐츠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2.3 정보요구 분석

통계정보포탈은 업무담당자들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관계형 DB, 웹 어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서버 

어플리케이션, 데스크 탑 어플리케이션 등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원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

서와의 협력이 필요한 교차 기능적(Cross-Functional) 업무를 수행해야 한

다면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타 부문의 담당자와도 원활히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우선 보건복지부의 과별 업무분장표를 기준으로 업

무를 분류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업무에 필요한 통

계정보의 종류를 파악하 다.

가. 업무의 분류 및 분류체계

보건복지부의 조직은 소속기관을 제외하고 총 38개과로 구성되어 있으

며 441명의 직원이 336개의 각종 보건복지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

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체 업무를 분야별로 분류하면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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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과 단위업무 구분 관련과 단위업무

기획관리 7 32 연금보험 5 45

기초생활 5 44 한방정책 2 29

가정복지 4 39 비상계획 1 4

장 애 인 2 23 총    무 1 6

보건정책 4 52 공    보 1 6

건강증진 6 56 계 38과 336개

[ 표 3. 업무분야별 분류 ]

수집된 정보를 통계정보포탈에 체계적으로 역화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분류할 정보지도의 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정

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통계정보가 체계적

인 분류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통계정보포탈에서 사용되는 통계정보는 사용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사용자 

혼자만이 수행하는 업무, 사용자가 속해있는 개별 조직(과 단위)의 다른 사

용자 또는 사용자가 속한 개별 조직 이외의 다른 조직과 공동으로 수행하

는 업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통계정보의 체계적인 분류를 위하

여 그림14와 같이 단위업무별, 과별, 개인별의 3단계 분류체계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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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 1

과 – 2

과 – 3

：

과 – 38

과 – 1

과 – 2

과 – 3

：

과 – 38

업무 – 1

업무 – 2

업무 – 3

업무 – 4

업무 – 5

업무 – 6

업무 – 7

업무 – 8

업무 – 9

업무 – 10

업무 – 11

업무 – 12

업무 – 13

：

업무 – 336

업무 – 1

업무 – 2

업무 – 3

업무 – 4

업무 – 5

업무 – 6

업무 – 7

업무 – 8

업무 – 9

업무 – 10

업무 – 11

업무 – 12

업무 – 13

：

업무 – 336

사용자 – 1

사용자 – 2

사용자 – 3

사용자 – 4

：

사용자 – 441

사용자 – 1

사용자 – 2

사용자 – 3

사용자 – 4

：

사용자 – 441

과별분류 업무별분류 사용자별분류

[ 그림 14. 분류체계 ]

나. 요구정보 및 자료원 분석

엔터프라이즈포탈(EIP)에서 사용자가 이용하는 정보는 포틀렛7)을 통하

여 연결된다. 따라서, 통계정보포탈에서는 필요한 통계정보들을 개별 포틀

렛으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포틀렛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7) Portlet : EIP에서 단위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셀 창을 말하는 것으로, 동적인 

데이타, 문서 및 웹 사이트 등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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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렛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각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업무에 

활용하는 통계정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정책분야 업무중 하나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수

립 및 조정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표4를 기준으로 면담조사8)를 실시하

으며, 조사된 내용을 표5와 같이 정리하 다.

구분 작 성 내 용 비고

업 무 명  단위 업무명 기재

수 행 부 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

담  당  자  해당 업무 담당자

요 구 정 보  해당 업무에 활용하는 통계명

 요구하는 정보

 들에 대하여

 개별 작성

정 보 성 격  통계표, 문서, 이미지 등 정보제공 형태

변 경 주 기  년, 반기, 분기, 월, 수시로 구분

제 공 여 부  제공가능 여부

정  보  원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웹사이트 등 

[ 표 4. 조사표 작성내용 ]

8) 사용자가 업무수행을 의해 필요하다고 요구한 정보들이 기존의 시스템에서 제

공이 가능한지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지 등의 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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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통계 제공 가능 통계명
자료

출처

관련

시스템
9)

제공

형태
10)

인구통계
총인구수 통계청 4 H,E,T

사망률 통계청 4 H,E,T

의료기관현황

병원 및 의원수 복지부 1, 2 H,E,G

의원 및 조산원수 복지부 1, 2 H,E,G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수 복지부 1, 2 H,E,G

의료인력현황

면허의사수 복지부 1, 3 H,E,G

면허치과의사수 복지부 1, 3 H,E,G

면허한의사수 복지부 1, 3 H,E,G

면허약사수

면허간호사수

복지부

복지부

1, 3

1, 3

H,E,G

H,E,G

의료인 국가시험 합격현황 복지부 1, 3 H,E,G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현황 복지부 1, 3 H,E,G

자격인정 전문의수 복지부 1, 3 H,E,G

병원종사 의료인력수 복지부 1, 2 H,E,G

의료관련학교

및 학생수

전문대학 의료관련 학과학생수 교육부 5 H,E

대학교 의약분야 학생수 교육부 5 H,E

대학원 의약분야 학생수 교육부 5 H,E

환자현항
병원이용현황 복지부 1 H,E,G

의료기관별 입원·외래환자수 복지부 1 H,E,G

[ 표 5. 요구정보 분석 ]

9)10)

9) (1)통계검색시스템, (2)보고통계시스템, (3)의료인면허관리시스템, (4)KOSIS(통

계청), (5)웹사이트(홈페이지 등)

10) (T)Text, (E)Excel, (G)Graph, (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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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통계정보포탈의 배경도 및 자료흐름도

통계정보포탈은 사용자, 관리자, 그리고 관련시스템들이 상호 연계되어 

서비스하게 된다. 통계정보포탈의 배경도는 그림15와 같다.

내부사용자

통계정보포탈

통계검색
시스템

보고통계
시스템

면허관리
시스템

복지정책
DB

복지행정
시스템

그룹웨어
(전자결재)

시군구, 읍면동
(복지업무담당자)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관리자

외부사용자

KOSIS
(외부기관

정보)

웹사이트
(웹문서 등)

내부시스템

외부시스템

2004년 구축예정

[ 그림 15. 통계정보포탈의 배경도 ]

관리자는 내부시스템 및 외부시스템을 포탈에 직접 연결하거나 관련정

보를 추출하여 포틀렛을 통하여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를 통계정보포탈을 

통하여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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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정보포탈은 사용자의 기본정보와 권한을 관리하는 사용자관리, 관

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체계관리, 내·외부의 

관련시스템(웹문서 포함)에 존재하는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DB)관리, 수집된 정보를 사용자에 보여주는 창(window)을 생성하고 관리

하는 포틀렛관리, 그리고 사용자별로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는 개

인화서비스부분으로 분해될 수 있다.

통계정보포탈의 전체적인 자료흐름도를 작성하면 그림16과 같다.

P1
사용자
관리

P2
분류체계

관리

사용자 통계정보포탈

관리자

통계검색시스템

외부 정보시스템

P4
포틀렛
관리

P3
DB
관리

P5
개인화
서비스

권한 정보권한 정보

사용자 정보사용자 정보

분류 정보분류 정보

포틀렛 정보포틀렛 정보

메타데이타메타데이타

데이타마트데이타마트

보고통계시스템

면허관리시스템

그룹웨어시스템

복지정책DB

웹사이트(웹문서)

개인환경 정보개인환경 정보

[ 그림 16. 통계정보포탈의 자료흐름도 : Level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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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자관리

사용자관리는 사용자의 근무부서, 직급 등 개인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이다. 포탈에서의 SSO(Single Sign On)은 

한번의 로그인으로 연결된 모든 시스템에의 접근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포탈시스템의 접근뿐만 아니라 시스템별 접근 허용여

부가 결정된다. 또한 시스템에 대한 Read/Write 권한도 함께 관리한다.

그림17은 사용자관리에 대한 자료흐름도이다.

통계정보포탈

관리자

P1.3
사용자
등록

사용자

P1.1
로그인

P1.2
등록
접수

부서 Master DB부서 Master DB

사용자정보 DB사용자정보 DB

권한정보 DB권한정보 DB

개인환경정보 DB개인환경정보 DB

[ 그림 17. 사용자관리의 자료흐름도 : Level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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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류체계관리

분류체계관리는 통계정보포탈에서 관리되는 모든 정보를 사용자가 손쉽

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다.  

관리자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생성하고, 생성된 분류체계에 필요한 통계정

보 즉, 포틀렛을 연결한 후 분류체계에 등록한다. 그림18은 분류체계관리에 

대한 자료흐름도 이다.

P2.2
포틀렛
연결

통계정보포탈

관리자

P2.1
분류체계

생성

P2.3
분류체계

등록

업무별 분류 DB업무별 분류 DB

포틀렛정보 DB포틀렛정보 DB

과별 분류 DB과별 분류 DB

분류 Master DB분류 Master DB

[ 그림 18. 분류체계관리의 자료흐름도 Level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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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이터베이스관리

데이터베이스관리는 내부 및 외부시스템에 존재하는 각종 통계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는 각각 포틀렛에 연결되어 사용자는 이 포틀렛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이

용하게된다. 데이터베이스관리에 대한 자료흐름도는 그림19와 같다.

통계정보포탈

관리자

P3.2
DB
저장

P3.1
DB
추출

통계검색 DB통계검색 DB

보고통계 DB보고통계 DB

웹 문서웹 문서

의료인면허 DB의료인면허 DB

그룹웨어 DB그룹웨어 DB

복지정책 DB복지정책 DB

타 기관 DB타 기관 DB

Meta DataMeta Data

Data MartData Mart

[ 그림 19. 데이터베이스관리의 자료흐름도 : Level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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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포틀렛관리

통계정보포탈에 구축된 통계정보는 포틀렛을 통하여 이용하게 된다. 따

라서, 포틀렛관리는 내부 및 외부시스템을 직접 연결하거나  추출된 데이

터베이스를 연결하여 포틀렛정보DB로 관리하는 기능이다. 그림20은 포틀

렛관리에 대한 자료흐름도 이다.

P4.3
DB
연결

통계정보포탈

관리자

P4.1
포틀렛
생성

P4.4
포틀렛
등록

포틀렛정보 DB포틀렛정보 DB

Meta DataMeta Data

Data MartData Mart

P4.2
시스템
연결

통계검색시스템

보고통계시스템

면허관리시스템

그룹웨어시스템

복지정책DB

외부 정보시스템

웹사이트(웹문서)

[ 그림 20. 포틀렛관리의 자료흐름도 : Level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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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화서비스

통계정보포탈의 초기화면은 사용자가 설정한 환경에 따라 각자 다르게 

보여진다. 따라서 개인화서비스는 통계정보포탈의 초기화면에 포함될 컨텐

츠와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이다. 사용자는 

초기화면에 구성될 컨텐츠와 개인별분류체계를 선택하여 저장하게 되며, 

저장된 정보에 따라 컨텐츠와 분류체계를 보여주게 된다. 그림21은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자료흐름도 이다.

통계정보포탈

P5.2
개인분류

등록

사용자

P5.1
컨텐츠
등록

개인환경정보 DB개인환경정보 DB

분류 Master DB분류 Master DB

컨텐츠정보 DB컨텐츠정보 DB

[ 그림 21. 개인화서비스의 자료흐름도 : Level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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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계층적 입출력 모형(HIPO)

통계정보포탈시스템의 계층적 입출력 모형은 사용자관리, 분류체계관리, 

데이터베이스관리, 포틀렛관리, 개인화서비스 기능의 5개 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그림22), 시스템 분석을 위해 데이터 구조 자체를 계층화하고 각

각의 과정을 입력(Input)-처리(Process)-출력(Output)의 단계로 분해하 다.

통계정보포탈시스템

2.0
분류체계관리

1.0
사용자관리

3.0
데이터베이스관리

4.0
포틀렛관리

5.0
개인화서비스

[ 그림 22. 통계정보포탈 시스템의 HIPO ]

가. 사용자관리의 계층적 입출력 모형

사용자는 개인 ID와 Password를 이용하여 통계정보포탈에 접속(로그인)

하게 되며, 등록된 사용자는 저장된 개인환경정보에 따라 통계정보포탈의 

초기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는 개인인적사항을 기

록하여 관리자에게 등록을 요청하게 되며, 관리자는 등록요구에 대하여 조

직도(부서 Master DB)에 따라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그림23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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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관리의 계층적 입출력 모형(HIPO)을 나타낸 것이다.

1.0
사용자관리

1.1
로 그 인

1.3
사용자등록

INPUT

ID, PW

PROCESS OUTPUT

1.1

로 그 인

권한정보DB

로그인결과화면
(포탈초기화면)

1.2
등록접수

1.2
등록접수

1.3
사용자등록

사용자 인적사항

부서MasterDB

개인환경정보DB

사용자정보DB

[ 그림 23. 사용자관리의 HIPO ]

나. 분류체계관리의 계층적 입출력 모형

새로운 분류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추가할 분류의 명칭, 분류에 대한

설명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생성한 후 필요한 통계정보 즉, 포틀렛을 

연결하며, 이렇게 생성된 분류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해당하는 분류체계에 

저장하게된다. 그림24는 분류체계관리의 자료흐름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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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류체계관리

2.1
분류체계생성

2.3
분류체계등록

INPUT

분류정보내역

PROCESS OUTPUT

업무별분류DB

분류체계화면

2.2
포틀렛연결

2.2
포틀렛연결

2.3
분류체계등록

과별분류DB

2.1
분류체계생성

포틀렛정보DB

업무별분류DB

과별분류DB

분류Master DB
분류Master DB

[ 그림 24. 분류체계관리의 HIPO ]

다. 데이터베이스관리의 계층적 입출력 모형

데이터베이스관리에서는 필요한 통계정보를 내부 및 외부시스템으로부

터 추출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그림25는 데이터베이스관리의 

계층적 입출력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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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데이터베이스관리

3.1
데이터베이스추출

3.2
데이터베이스저장

INPUT PROCESS OUTPUT

데이터베이스
관리화면

3.2
데이터베이스저장

3.1
데이터베이스추출

Meat Data

Data Mart

웹 문서 등

복지정책DB

통계검색DB

타기관 DB

의료인면허DB

보고통계DB

그룹웨어DB

[ 그림 25. 데이터베이스관리의 HIPO ]

라. 포틀렛관리의 계층적 입출력 모형

관리자는 추가할 포틀렛을 생성한 후 필요한 시스템을 연결하거나 필요

한 통계정보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하여 새로운 포틀렛에 연결하

며, 이렇게 생성된 포틀렛은 포틀렛정보 DB에 저장된다. 그림26은 포틀렛

관리의 계층적 입출력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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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포틀렛관리

4.1
포틀렛생성

INPUT PROCESS OUTPUT

포틀렛관리화면
4.2

데이터베이스연결

4.1
포틀렛생성

복지정책시스템정보

4.2
시스템연결

4.3
데이터베이스연결

4.4
포틀렛등록

4.4
시스템연결

4.3
포틀렛등록

Meat Data

Data Mart

포틀렛정보DB

포틀렛등록내역

통계검색시스템정보

보고통계시스템정보

면허관리시스템정보

그룹웨어시스템정보

타기관 시스템정보

웹정보(웹사이트 등)

포틀렛정보DB

[ 그림 26. 포틀렛관리의 HIPO ]

마. 개인화서비스의 계층적 입출력 모형

사용자는 통계정보포탈의 초기화면에 구성될 컨텐츠와 분류를 관련 DB

에서 선택하여 개인환경정보에 저장하게된다. 이렇게 저장된 개인환경정보

는 로그인 후 사용자의 초기화면이 된다. 그림27은 개인화서비스의 계층적 

입출력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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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개인화서비스

5.1
컨텐츠등록

5.2
개인별분류등록

INPUT PROCESS OUTPUT

컨텐츠 DB 개인환경
설정화면5.1

컨텐츠등록

5.2
개인별분류등록

개인별분류DB

개인환경정보DB 사용자정보DB

개인분류정보내역

분류MasterDB

개인별분류DB

분류MasterDB

[ 그림 27. 개인화서비스의 H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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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정보포탈의 모형구축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은 그룹웨어, 홈페이지 등 목적에 따

라 개별적으로 운 되던 여러 정보시스템을 웹 기반의 단일 인터페이스로 

통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한 화면에서 동시

에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정보요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업무담당자별로 필요한 정보를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

하여 제공할 수 있는 통계정보포탈의 모형을 구현하 다. 그림28은 통계정

보포탈의 인터페이스 초기화면을 나타낸 것으로서, , 컨텐츠관리 메뉴를 이

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컨텐츠들로 설정할 수 있다.

[ 그림 28. 통계정보포탈 인터페이스 초기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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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29는 통계정보포탈의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통계청

통계검색시스템

보고통계시스템

면허관리시스템

복지정책DB
(다차원분석시스템)

그룹웨어
(전자결재시스템)

( 내부시스템 ) ( 외부정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타통합

Meta
Data

Data
Mart

EAI Adapter

EAI 서버

통합인증서버

■■

통계정보포탈

(XML/XSL, HTML/CSS, JavaScript, Template, WML)

‥‥

ETT

ETT I/F서버(EAI)

I/F서버(EAI)

[ 그림 29. 통계정보포탈의 시스템 구성도 ]

통계정보포탈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포탈을 통하여 관

련시스템에 접근토록 하기 위하여 데이터 및 시스템을 통합한다.  ETT11)

는 다양한 시스템에 존재하는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변환하여 데이터웨어

11)  ETT Tool은 다양한 정보 저장소에서 정보를 추출(Extraction), 변환    

  (Transformation), 전송(Transportation)하여 데이터웨어하우스의 데이  

  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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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를 구축하며, EAI Adapter는 이기종 정보시스템을 업무 프로세스 

규칙에 따라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간의 정보 인터페이스 및 

Workflow 개념의 업무자동화를 제공한다. 

3.1. 포틀렛 작성

요구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통계들은 각각을 하나의 포틀렛으로 구성하

다. 포틀렛은 사용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정보를 통계정보

포탈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창으로써, 관련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문서 및 

웹사이트 등을 포틀렛에 연결하 다. 표6은 각각의 포틀렛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와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며, 그림30은 2.3절의 요구정보 

및 자료원 분석에서 조사된 내용(표5)에 대하여 각각의 요구통계를 포틀렛

으로 생성한 샘플화면으로서 사용자는 포틀렛을 통하여 필요한 통계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게 된다.

구    분 설    명

정보

 통계의 명칭  제공하는 통계의 명칭

 자료의 출처  해당 통계의 출처를 기술

 정보원
 해당 통계를 제공하는 관련 시스템이나

 웹사이트 주소 등을 표시

기능

 분류추가  해당 포틀렛을 사용자 개인폴더에 추가

 시스템연결
 관련된 시스템을 호출하여 해당 시스템에

 직접 연결함(SSO 구현)

 다운로드  해당 정보를 사용자 PC에 저장함.

 프린트  종이문서로 출력함.

[ 표 6. 포틀렛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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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0. 통계정보포탈에서 제공하는 포틀렛 샘플화면 ]

3.2 분류체계(Directory Map)

생성된 포틀렛은 2.3절에서 정의한 분류체계에 따라 지도의 형태로 제

공된다. 포틀렛 형태로 제공되는 모든 통계정보는 일차적으로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 따라 분류하여 업무별로 필요한 통계정보가 바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또한, 각각의 업무들은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부서(과별분류)와 업무담당자(개인별분류)로 분류함으로써 사용자별로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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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은 포틀렛들이 분류체계에 따라 각각의 업무와 부서, 사용자에게 

연결된 예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업무명-1은 부서-1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며, 업무명-2는 부서-1과 부서-2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다. 또한, 사용자-1은 업무-4와 업무-7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Portal
DB

포틀렛

(통계정보)

업무명-1

업무명-2

업무명-3

업무명-4

업무명-5

업무명-6

업무명-7

：

부서-1

부서-2

：

부서-N

사용자-1

사용자-2

：

사용자-N업무명-N

[ 그림 31. 통계정보의 분류 및 연결 ]

아래 그림32-34는 통계정보포탈에서의 분류체계에 대한 화면으로서, 그

림32의 업무별 분류체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336개의 업

무에 대하여 업무명을 중심으로 분류하 으며, 각각의 업무들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작성된 포틀렛으로 등록하 다. 또한, 

과별 분류에서는 각 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과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각의 업무에는 그림32와 같은 업무별 분류에서 분류된 통계정보(포틀렛)

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33은 과별 분류체계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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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업무별 분류체계 ]

[ 그림 33. 과별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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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34의 개인별 분류체계는 사용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을 분

류한 것이다. 사용자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 필요한 통계정

보만을 따로 분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이러한 개인별 분류는  

개인별 분류등록(포탈설정) 메뉴를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 그림 34. 개인별 분류체계 ]

그림35는 그림34와 같은 개인별 분류체계를 등록하는 설정화면을 나타

낸 것이다. 사용자는 우선 업무List에서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나

의 업무”에 추가하여 등록하며, 등록된 업무들에 대하여는 각각의 업무에 

필요한 통계정보들을 통계정보List에서 선택하여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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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 개인별 분류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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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은 등록된 통계정보를 활용하는 예를 나타낸 것으로서, 각각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된 통계정보는 윈도우에서의 탐색기 형태로 제공된

다. 사용자는 이러한 탐색기를 통하여 원하는 통계정보를 선택하며 선택된 

통계정보는 그림에서와 같이 등록된 포틀렛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 

된다.

[ 그림 36. 통계정보 검색 ]

3.3 기타 통계정보포탈의 기능

가. 개인화서비스(마이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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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서비스는 사용자별로 필요한 정보를 개인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

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마이포탈(My Portal)은 포탈설정메뉴에서 초기화면에 보여줄 정보

들을 사용자들이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 ID와 Password에 따

라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했던 통계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나. 통합검색

통계정보포탈의 검색은 통계Portal에 저장된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된 개

별시스템, 웹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통합된 검색환경을 지원 

한다. 또한 검색기능은 단순검색에서부터 작성자, 작성일, 내용요약과 같은 

복합검색까지 다양한 형태의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다. 협업기능(커뮤니티)

포럼, 채팅(온라인회의), 메신져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기존의 팩스나 

E-mail, 오프라인 회의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협의나 정보의 공유 등을 

포탈내에서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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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시스템과의 비교

4.1 업무흐름도 비교

가. 기존시스템에서의 업무흐름도(AS-IS)

기존 시스템에서의 정책수립을 위한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보

수집, 문서작성, 협의, 승인, 집행 및 사업관리의 5단계로 구분되어질 수 있

다.

첫째, 정보수집단계는 통계DB, 그룹웨어, Web 등 관련시스템 및 종이문

서를 통하여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둘째, 문서작성단계는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여 계획(안)을 작

성하는 단계이다. 이때 정리된 기초정보와 작성된 계획(안)은 주로 개인 컴

퓨터(PC)에 저장하게 된다.

셋째, 협의를 위한 단계는 관련업무 담당자나 관련기관, 관계전문가 등

과 E-mail 또는 출력물(종이)를 이용하여 작성된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하

는 단계이다. 협의의 단계는 검토결과에 따라 계속 수정하고 보완되어 진

다.

넷째, 승인단계는 협의가 완료된 계획(안)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그룹웨어(전자결재)를 이용하여 승인을 요청하며, 본 단계

도 협의단계와 마찬가지로 승인결과에 따라 계속 수정하고 보완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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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사업의 집행 및 관리단계로서 승인이 완료된 사업을 집행하고 

그 정도를 관리하는 단계이다. 본 단계에서는 사업집행실적 등의 산출물이 

생성되며, 생성된 산출물은 집행중인 사업의 평가 및 보완 또는, 새로운 업

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진다.

아래 그림37은 기존 시스템에서의 정책의 수립에서 집행 및 관리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보수집

통계DB

그룹웨어

개별시스템

Web

문서작성

개인PC

분류
정리

계획서
작성

협의

E-mail, Copy

검토

승인

전자결재

결정

집행 및 관리

수작업

종이문서

실적
관리

[ 그림 37. 현재의 업무흐름도(A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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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정보포탈에서의 업무흐름도(TO-BE)

아래 그림38은 통계정보포탈에서의 업무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다. 기존 시스템의 업무흐름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통계정보포탈에서는 정

보수집, 계획서 작성, 협의, 집행 및 관리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두 이루

어진다는 것이다.

계획서
작성

검토

승인

결정

실적
관리

문서작성

Portal
DB

통계정보포탈 전자결재

[ 그림 38. 통계정보포탈에서의 업무흐름도(TO-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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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스템구성도 비교

가. 현재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도

그림39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구축․운 중인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

낸 것이다.

통계검색시스템

보고통계시스템

면허관리시스템

복지정책DB
(다차원분석시스템)

그룹웨어
(전자결재시스템)

외부사용자
(일반국민 등)내부사용자

(업무담당자 등)

인
터
넷

외부기관
(통계청 등)

웹사이트

인터넷

( 내부시스템 )

복지행정시스템 시군구
복지업무담당자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

[ 그림 39. 현재의 시스템 구성도 ]

내부사용자(업무담당자 등)는 내부시스템(통계검색시스템, 보고통계시스

템, 면허관리시스템, 복지정책DB, 그룹웨어)과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시스템

이나 웹사이트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며, 외부사용자(일반국민 등)는 

통계검색시스템과 보고통계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보건복지 관련 통계정

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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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정보포탈의 시스템 구성도

아래 그림40은 통계정보포탈의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외부사용자
(일반국민 등)

내부사용자
(업무담당자 등)

외부기관

웹사이트

통
계
정
보
포
탈

통계검색시스템

보고통계시스템

면허관리시스템

복지정책DB
(다차원분석시스템)

그룹웨어
(전자결재시스템)

인
터
넷

( 내부시스템 )

( 외부정보)

통합인증시스템

SSO

복지행정시스템 시군구
복지업무담당자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

[ 그림 40. 통계정보포탈 시스템구성도 ]

외부사용자에게는 통계정보의 이용에는 변화가 없으나 내부사용자 입장

에서 볼 때에는 기존의 시스템구성도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개별시스템에 

직접 연결하여 검색하여야했으나, 통계정보포탈 구축 이후에는 포탈이라는 

단일게이트웨이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통합인증을 통해 한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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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으로 모든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통계정보포탈은 기초통계자료를 직접 생성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통계정보포탈은 기존 시스템에 있는 각종 통계정보와 시스템을 통합하여 

포틀렛으로 구성하여 포탈이라는 단일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므

로, 통계정보포탈에서 제공되는 각종 통계정보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구축

되고 관리되어진다.

아래 그림41은 통계정보포탈의 시스템 구성도를 좀 더 세분화하여 표현

한 것이다.

내부사용자
(업무담당자 등)

외부기관

웹사이트

통계검색시스템

보고통계시스템

면허관리시스템

복지정책DB
(다차원분석시스템)

그룹웨어
(전자결재시스템)

( 내부시스템 )

( 외부정보)

통합인증시스템

시스템통합

( EAI )

데이타통합

Meta
Data

Data
Mart

포

틀

렛

포
탈
|
개
인
화

(통계정보포탈)

[ 그림 41. 세분화된 통계정보포탈의 시스템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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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용자 관점에서의 비교

가. 현재의 시스템

아래 그림42는 기존시스템을 사용자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다.

외부기관

웹사이트

통계검색시스템

보고통계시스템

면허관리시스템

복지정책DB
(다차원분석시스템)

그룹웨어
(전자결재시스템)

( 내부시스템 )

( 외부정보)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인증

검색

Agent

[ 그림 42. 기존시스템의 사용절차 ]

기존시스템들은 통합되어있지 않고 단독으로 운 되어 있어 필요한 정

보의 획득이나 관리를 위해서는 개별 시스템마다 인증절차(로그인)를 거쳐 

사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모든 사용자들이 동일한 환경의 정보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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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정보포탈

아래 그림43은 통계정보포탈을 사용자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다.

외부기관

웹사이트

통계검색시스템

보고통계시스템

면허관리시스템

복지정책DB
(다차원분석시스템)

그룹웨어
(전자결재시스템)

( 내부시스템 )

( 외부정보)

SSO
|

Single
Sign
On

사용자-1

사용자-2

사용자-3

사용자-N

Portal

개인화

Role-1

Role-2

Role-3

Role-N

[ 그림 43. 사용자 관점에서의 통계정보포탈 ]

기존 시스템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조건의 환경을 제공받는데 비

하여 통계정보포탈에서는 개인화가 가능하므로 사용자별로 설정된 조건에 

따라 각자 다른 정보 및 화면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SSO의 구현으로 단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시스템에의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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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의 비교

가. 기존시스템

아래 그림44는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자와 각 시스템간의 데이터베이스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사용자는 각 시스템에 입력되거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하

여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또한 현재의 시스템들은 각각 단독적으로 운

됨에 따라 동일한 사용자에 대하여 각 시스템별로 사용자정보를 가지고 있

다.

보고통계시스템

보고통계
DB

통계검색시스템

통계검색
DB

면허관리시스템

면허
DB

다차원분석시스템

복지정책
DB

면허자료
등록

DB
구축

복지행정시스템

시군구
자료취합

보고자료
입력

전송

사용자
정보

사용자
정보

사용자
정보

사용자
정보

사 용 자

[ 그림 44.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의 기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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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정보포탈

기초자료의 관리는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나 통계정보포탈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 분야별 Data Mart를 구성하여 활용하며, SSO를 구현함으로 

하나의 사용자정보만이 존재하게된다.(그림45)

보고통계시스템

보고통계
DB

통계검색시스템

통계검색
DB

면허관리시스템

면허
DB

다차원분석시스템

복지정책
DB

면허자료
등록

DB
구축

복지행정시스템

시군구
자료취합

보고자료
입력

전송

사용자
DB

권한정보
Role 정보

Data
Mart

Meta
Data

■■

포틀렛

Portal ( Personalization )

[ 그림 45.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의 통계정보포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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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정보포탈의 구축 및 운 전략

5.1 통계정보포탈의 구축 전략

통계정보포탈의 구축은 조직, 정보, 인프라가 통합되고 재조직화 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기 때문에 그 구축 절차도 면 하고 심도있게 분석되어

야 한다. 통계정보포탈의 구축은 그림46과 같이 전략과 분석, 설계와 파일

롯의 선정, 구현, 전개의 4단계로 구성된다.

단위 사업부분의 파일롯 시스템 프로토타입(Prototype) 개발을 통해 전

체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요인 및 위험을 평가하고, 파일롯 시스템을 확장 

개발하는 순환기적 개발수행 모델을 권장한다.

전략 & 분석 설계 & 파일롯 구 현 전 개

전략수립

환경분석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계구조 분석

객체 및 객체관계도
설계

조직 및 업무정의

파일롯 범위 규정

업무 롤 정의

Process Integration

구현
정보스트럭쳐

프로세스 & 플랫폼

교육

테스트

적용 및 확장개발

테스트 및 보완

[ 그림 46. 통계정보포탈의 구축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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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전담조직의 구성

통계정보포탈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

로젝트를 이행하고 관리할 전담조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 추진팀

은 정보화담당관실 직원을 포함한 분야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성한

다. 그림47은 통계정보포탈의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각 조직간의 역할을 

표현한 것이다.

시스템개발자

프로젝트 추진팀실무 주관부서

정보화담당관

보건복지부

자문위원회

검토 및 합의

협의 및 조정

보고

보고
자문

[ 그림 47.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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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용자 교육 및 훈련

통계정보포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용자 교육이 필요하

다. 구축된 통계정보포탈은 Web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는 시스템

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접근이 쉽고 어디서나 접근․사용 가능한 시스템이

다. 그러나 통계정보포탈은 단순한 웹 사이트가 아닌 보건복지부 전체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이므로 사용자에게 통계정보포탈에 대

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통계정보포탈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정보포탈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Personalization(개인화서비

스) 기능을 숙지하여, 각 부서별, 개인별 필수 데이터 및 관심 분야를 사용

자 개인의 뷰(view)에 맞게 서비스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Collaboration 

기능을 교육받아 업무 관련자 간 온라인 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사용자에게 통계정보포탈의 서비스들에 대한 이

해와 활용방법을 교육함으로써,  통계정보포탈의 기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계정보포탈의 사용자 교육은 다른 시스템의 활용 교육보다 

훨씬 쉽고, 사용자에게 부담이 적을 것이다. 이는 통계정보포탈은 웹 브라

우져로 부라우징해서 정보를 활용하기에 사용자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와 

사용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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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른 경로로의 정보 접근 폐쇄

통계정보포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일 게이트웨이를 형성하는 것이

다. 엔터프라이즈포탈시스템은 데이터웨어하우스, 그룹웨어 ERP, CRM, 

SCM 등 기업의 IT 기반구조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므로, 통계정보포탈 또한 

조직내의 모든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공적인 통계정보

의 활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통계정보

포탈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용의 강제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를 통해 정확한 반복학습을 통해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다른 경로의 접근

을 폐쇄함으로써 통계정보포탈의 목적 중 하나인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중

복 데이터의 생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5 시스템 업데이트(System Update)

초기 구축시에 컨설팅 등을 통하여 조직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시스

템을 도입하 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 조직에서 사용될 때 문제

점이 생기게 된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needs)가 계속 변화하고, 조직의 규

모가 커지거나 축소하기도 하고, 조직의 핵심 목표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

므로, 이에 따른 통계정보포탈의 확장성과 유연성이 요구된다.

먼저, 새로운 시스템이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채택될 경우, 이에 해당

하는 어뎁터를 개발하여 통계정보포탈로 새로운 시스템이 통합될 수 있도

록 해야할 것이다.

두 번째는 변화되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시스템을 변경․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서비스 외에 새로운 서비스가 사용자에 의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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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될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포탈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

하고 업무 및 포탈의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세 번째로 시스템 사용자를 복지부의 비젼에 맞추어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계정보포탈의 초기 구축 대상이 외부사용자(민원인 등 일반국민)

를 포함한 전체 사용자는 아니다. 초기에는 내부사용자(업무담당자)를 위한 

통계정보포탈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외부사용자 및 여타 다른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사용자 및 시스템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통계정보포탈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엔터프라이즈정보포탈(EIP)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6 지식경 (Knoeledge Managament)

정보기술은 인간의 창의력 및 지식과 결합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

다. 하나의 플랫폼에 의해서 통합된 정보는 인간의 창의력과 지식을 통하

여 단순한 데이터나 정보가 아닌 새로운 지식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통계정보포탈로부터 발전한 보건복지부의 엔터프라이즈포탈은 조직의 

데이터 소스에 저장된 지식과 업무담당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로부터 이끌어 

지는 암묵적 지식을 조직 전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경 을 가

능하게 한다. 이러한 지식경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계정보포탈을 

통하여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업무담당자로부터 암묵적 지

식을 얻어내야 하며, 지식 공유와 정보 연계를 촉진 시켜 경쟁 우위를 획

득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경 을 통하여 통계정보포탈을 단순한 웹 사이트

로써의 사용이 아닌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창조의 관점에서 사용하고 관리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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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공적인 EIP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적절한 정보(Right Information)를 필요한 사람(Right Person)에게 적시

(Right Time)에 전달할 수 있도록 기업 내·외부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정

보를 개별 이용자의 권한과 업무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따라서 EIP가 지원하는 편의성과 정보제공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EIP 도입에 대한 전사적인 전략이 수립되고, 

조직의 요구사항을 면 히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도입해야 성

공적인 EIP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성공적인 EIP 구축을 위한 고려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1 EIP 비젼&전략 수립

EIP 구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

항은 EIP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EIP가 조직의 비전 실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

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조직 구성원이 정보공유를 통해 동일한 시각에서 조직

활동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증진 도구로서 EIP

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고, 고객(민원인) 친화를 주요 전략방향으로 삼고 

있다면 고객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접점 강

화의 수단으로 EIP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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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조직 요구사항 분석 

EIP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기능을 분

석하고 각각의 프로세스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조직의 전략 방향과 비교 평가함으로

써 전체적인 EIP 프로젝트 내에서의 실행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업무담당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프로세스 분석

이라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초기에서부터 담당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

하기 위해서는 EIP가 어떻게 개별 부서와 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

고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6.3 정보 및 시스템의 보안

EIP를 구축함으로써 내부 및 외부사용자들은 동일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서비스에 접근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인프라환경이 개방

됨을 의미하며,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및 접근 권한의 문제를 야기 시키므

로 정보의 보안과 비 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예

상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EIP 도입계획에 최적의 보안환경 구

축을 위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안

에 대한 연구 및 관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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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솔루션 공급업체 선정 

EIP 구축시 어떤 벤더의 솔루션을 채택하는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값싼 

제품만을 선호하거나 신규 시장 진입자에게 구축을 의뢰했을 경우 조직내

의 업무 프로세스와 정보의 통합을 도외시하여 향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기술력과 함께 다양

한 구축 경험을 토대로 EIP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EIP를 도입하려는 조직내에는 다양한 정보자원과 어플리케이션이 존재

한다. 구축업체는 EIP에 대한 기술적 사항과 아울러 조직내의 정보가 어떻

게 업무프로세스에 향을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조직내의 

정보의 흐름을 알며, 그러한 정보의 가치와 업무프로세스 등 조직 내 전반

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6.5 EIP 솔루션 선정 

100% 완벽한 솔루션이란 없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100% 만족시키는 제

품도 없다. 효율적인 EIP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검색, 분류, 지식관리, 어플

리케이션 통합, 협업기능 지원 등 많은 기술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 또 개

인화 기능, 타 서비스의 연계, 파일시스템, 보안, 관리자 기능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품 대부분은 이러한 기능 중 특정 기능만을 지

원하는 경우가 많고 전체 EIP 기능을 담고 있는 제품은 많지 않다.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어플리케이션도 증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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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여러명의 동시 사용자와 다양한 사용자의 여러 어플리케이션

에 대한 요구사항을 EIP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확장성에 대한 

요구는 대형 포탈일수록 필수적인 요소다. 이러한 확장성은 초기 제품 선

정시 쉽게 검증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제품 선정시 신중할 필요가 있

다. 

EIP를 구축한 후 정보를 수정하고, 새로운 정보를 반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기술적, 인적 자원이 요구되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 성공적인 EIP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유지하는 조직내의 IT 자원

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IP가 정보 컨텐츠를 자동적으로 취합

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포탈을 설치하기 위한 미들웨어 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플랫폼에 근간

한 솔루션들은 기본적인 포탈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개발작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구축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구축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따

라서 2~3개월 내에 신속하게 구현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의 추가시 간편

하게 EIP와 연계할 수 있는 패키지형 제품이 좋다.

6.6 구축비용 

EIP 구축비용은 조직내 사용자 수와 인터페이스 커스터마이징에서부터 

데이터 취합 및 통합의 범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유행을 따르듯이 성급하게 EIP를 구축하기 보다는 사전에 

ROI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IP와 같이 지식 베이스의 기술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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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경우 ROI를 계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EIP에 대한 

ROI는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개인별 총비용을 감소시킨다. 

초기비용이 예상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구축 후 유지보수 비용이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6.7 조직문화의 혁신 

EIP 구축에 있어 때로는 기술적 요소보다는 조직의 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도 한다. EIP는 단순히 조직의 협업과 지식관리 체계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다. 정보와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

이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EIP의 구축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는 그다지 어려

운 문제가 아니며, 프로젝트의 중요한 성공 열쇠는 다름 아닌 조직내부의 

문화적 요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공유와 협업체계에 대한 조직적인 장벽이 있는 한 EIP 프로젝트의 

성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직원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방식의 변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사실 조직내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는 것은 직원들에게는 익숙치 않으며, 이러한 조직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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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국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

복지 정책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 정책

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통계이다. 정확한 통계

에 근거한 신뢰성 있는 정책의 수립 및 추진만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으므로, 통계에 근거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도의 정보화사회에서 무수히 많은 정보 중에 나에게 필요한 정

보만을 선별하여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달한 것이 바로 EIP의 개념이다. 국가기관도 다

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많은 시스템과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개별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이를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한 시도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매우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한다. 따라서, 점

차 다양화되어 가는 보건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 사업분

야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요구되어 진다.

이전에도 통계정보의 생산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조한익(1997), 부유경(2001) 등의 논문에서는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

로 의료기관의 퇴원요약정보를 이용한 국가단위 보건의료통계의 생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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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러 각도로 이루어져 왔으나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계의 생산과 활용

에 대하여는 필요성에 대한 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도세록(2001)은 보건통계 생산체계 개발연구를 통하여 미래

의 보건통계 정보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를 제시하 으나, 이 또한 통계의 

활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 다.

특히, EIP는 기업의 정보 및 시스템 통합을 목표로 출발한 개념으로서 

컨설팅그룹이나 솔루션업체 등에서 제시하는 EIP의 기본개념이나 솔류션 

소개에 관한 워킹페이퍼는 많이 있으나, 아직까지 EIP와 관련한 학술적 논

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신학철(2002), 노필용(2002), 노민주(2002) 등의 

논문에서는 기업의 EIP 도입사례에 대한 연구,  IT 관점에서의 EIP 도입에 

관한 연구나 EIP 솔류션의 선정 요인에 관한 연구와 같은 EIP의 도입방안

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이학재(2002), 신미경(2002) 등의 논문에서는 EIP

의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일

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연구방법이나 결과 등이 대부분 문헌 고

찰을 통한 일반적인 이론의 정리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 통계정보 구축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효율적

인 보건복지정책수립을 위해, EIP의 개념을 통계정보에 적용한 통계정보포

탈의 구축 모델을 선행적으로 제시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첫째, 보건복지와 관련한 통계정보의 생산현황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분

석하여 현 시스템을 평가하고, 업무담당자 면담 등 정보요구분석을 통하여  

업무담당자가 필요한 통계정보를 하나의 포탈화면에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EIP 개념의 통계정보포탈에 모형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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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축된 모형을 사용자관점과 데이터베이스관점 등에서 기존 시스

템과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통계정보의 활용방안과 EIP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셋째, 효율적인 보건복지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EIP 

도입과 구축전략으로 포탈의 운 전략과 EIP 구축시 고려사항을 제시함으

로써 성공적으로 EIP를 도입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대상이 정형화된 통계정보에만 한정

되어있어 EDMS나 지식관리시스템에서 정의되는 비정형화된 정보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못하 다. 둘째,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매

우 광범위하고, 실제적인 EIP의 구현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됨에 

따라 한 개 업무를 대상으로 한 모형만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제시된 모형

에 기초한 통합적인 모형의 제시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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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보건복지 통계정보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EIP의 개념을 

보건복지 통계분야에 적용한 통계정보포탈의 모형을 구현해봄으로써, 효율

적인 보건복지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EIP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과 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정보 분야의 EIP 적용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

며, 통계정보포탈의 모형설계를 위하여 제시한 업무분류체계는 전자문서관

리시스템이나 지식관리시스템과 같은  업무의 분류가 필요한 곳에 효과적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EIP의 개념을 통계정보 분야

에 적용하여 통계정보포탈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보건복지부의 전체 

업무 및 시스템을 대상으로한 EIP의 도입시 업무분석 및 설계에 본 연구결

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보건복지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EIP 

도입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업무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

고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성공적인 EIP의 도입을 위해서는 세

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EIP의 도입은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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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단순한 것부터 또한 그 기대효과가 높은 것부터 추진하는 단계별 

추진전략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일럿

시스템 구축 등의 단계적 접근방법 등이 요구된다.

셋째, EIP가 성공적으로 운 되기 위해서는 교육 등을 통한 정책결정자, 

관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인식방안과 시스템 활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도 함께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일반 기업과는 다른 국가기관의 특성에 맞는 EIP 도입에 대한 연

구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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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on health and welfare based on the 

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EIP) approach

    Gi Cheol Kim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 Moon Chae, Ph.D.)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ere is a need 

to develop rational and effective policies for health and welfare based 

on accurate and timely statistic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is carrying out a wide-range of policies and projects. To 

provide necessary statistics to support these policies, there is a need for 

an effective information system that collects and produces key statistics 

for health and welfare policies in a timely manner.

  This paper presented a model for a web-based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based on the 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E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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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Specifically, we presented the concept of EIP as well as the 

model system by expanding the existing statistical system using EIP 

approach.  Distinct feature of this approach is that a number of portal 

sites are integrated in one system and therefore user can access a 

variety of statistics from a single screen.  In this study, we selected one 

department, as a case study, and developed sample screens based on 

the user information requirements obtained by systems analysis. 

While there were several studies o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in 

public sector, most of them have only focused on the need for user 

friendly such system, rather than presenting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ystem. The EIP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and work 

classification system presented in this paper can be used as a model for 

developing an actual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at MOHW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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