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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동향 2013 발간
통계개발원에서는 국민 생활의 수준을 가늠하고,

2013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 각 분야별 주요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종합

●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와 함께 노인 1인가구의 증가

사회보고서인「한국의 사회동향 2013」
을 2008년
에 이어 여섯 번째로 발간하였다.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
10년 10.9%로 10년
전보다 3.9%p 증가하면서, 67개 시군구가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로 진입

「한국의 사회동향 2013」
은「한국의 사회지표」

- 노인가구 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
90년 75.3%

체계를 따라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에서 ’
10년 30.8%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크게 감소한 반면, 노인1인가구는 ’
90년 10.6%

안전, 사회통합의 11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에서 ’
10년 34.3%로 증가추세

영역은 해당 영역의‘주요 동향’
과 이슈를 다루는
2~3편의‘주제논문’
을 포함하고 있다. 딱딱한
통계를 이야기 방식(story telling)으로 풀이하여

< 노인가구 형태별 구성비율: 1990∼2010 >
노인1인가구

(%)

80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향(trends) 보고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시계열 비교는 물론 국제 및 인구집단별 비교도

노인부부가구

57.1
50.8

40

34.3 33.6
30.8

20
10.6

에 와 있으며, 우리 삶의 질적 수준과 이를 높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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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65.1

60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각 분야별로 어떤 수준

자녀동거가구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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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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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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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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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일반가구임.
2) 기타 가구는 1세대 가구(노인부부가구 제외), 비친족가구, 미상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 각 년도.

●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관계를 보면, 부모부양에서‘직계

● 60대 이상 노인가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비가 급락

가족규범’
은 약화되었으나, 가족간 교류는 증가하고

하여 ’
12년 현재 소득비가 가장 낮은 집단이며, 다른

있고 관계의 질도 개선되고 있음

연령대에 비해‘삶에 대한 만족도’
도 가장 낮음

- 지난 10여 년간 부모만 따로 사는 비율은 20.8%p
증가하였고, 아들과 동거하는 비율은 크게 감소
(50.3% → 25.6%)한 반면, 딸과의 동거는 소폭

<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비: 1992~2012 >
소득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40

상승(4.1% → 6.0%)함

122.8

- 전화통화와 대면접촉을 통한 성인자녀와 따로

122.8

120
110.4

109.1

112.3

113.1

사는 부모와의 교류는 증가추세이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성인자녀의 만족도는 ’
98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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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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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1998∼2012 >
만족

(%)

보통

40
1992

불만족

1997

2002

62.8

64.4

2007

2012

80

60

56.8

55.8

38.4

38.9

63.3

61.8

63.2

32.3

33.1

31.7

50.2
43.4

40

주: 1) 소득비: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의 소득비임.
2) 1인 가구 통계는 2006년 이후부터 제공되므로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가계동향조사」
, 원자료, 각 년도.

●’
99년 대비 ’
09년에 35~49세의 자녀돌봄 참여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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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결혼경험이 있는 사람들(기혼자, 사별자, 이혼자)을 대상으로 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 원자료, 각 년도.

남녀 모두 증가하였음

- 자녀돌봄 시간은 35~39세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
였으며 남성은 약 11분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여성은 약 46분 가량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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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이후 대학생 이상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급속히

● 시기별 생활체육 참여종목을 보면 ’
90년대에는‘육상

상승하여, 학교급별 스트레스 인지율의 차이가 감소함

/조깅’
이 1순위에서 ’
00년대 이후‘등산’
이 1순위로
바뀌었고, 최근에는‘걷기’
가 부상하고 있음

-’
12년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69.6%로 가장 높으며, 대학생 이상이 69.2%,
중학생이 62.7% 순으로 나타남. 특히 대학생
이상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
08년 46.1%에서 ’
12년
69.2%로 급격히 증가

< 생활체육 참여종목 순위: 1986~2012 >

< 학교급별 학생들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인지율: 2008~2012 >
(%)

100

80

60

73.6
61.1

62.7

-’
00년 이후‘보디빌딩(헬스)’
이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수영’
과
‘자전거’
의 참여율이 높아짐

69.6

69.2

65.2

63.8

연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986

육상/조깅

축구

체조/줄넘기

등산

테니스

1994

육상/조깅

체조/줄넘기

등산

볼링

농구

2000

등산

체조/줄넘기

농구

축구

보디빌딩(헬스)

2006

등산

축구

육상/조깅

배드민턴

보디빌딩(헬스)

2012

걷기

보디빌딩(헬스)

등산

수영

자전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 2012.

55.0
46.1

●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가구소득은 20대 중반부터

40

30대 중반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50대 중반 이후부터
20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임

0
2008

2010
중학생

2012

2008

2010
고등학생

2012

2008

2010

2012

대학생 이상

주: 1) 스트레스 인지율: 해당 학교급별 학생들 중 지난 2주 동안 일상
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느끼는 편이다’또는‘매우 많이
느꼈다’
라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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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구지출 평균의 변화는 40대
후반~50대초반에최대가되는역U자모양을보임
- 30대 중반 이후 소득과 소비 모두 가구간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
08년 이후

- 한국인의 전반적인‘삶에 대한 만족도’
는 중간

점차 개선되어 전 영역에 걸쳐‘안전하다’
는 비율이

정도 수준으로 ’
03~’
12년 기간동안 5점 만점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83~3.14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불안감은

’
12년 6점(11점 척도)으로 OECD 평균인 6.6점보다

적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이 두터울수록

낮은 편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OECD 국가의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2 >
만족도
점수

10
9
8
7

OECD평균(6.6점)

6
5
4
3
2
1
0
헝 포 그 터 에 러 이 폴 슬 일 한 슬 스 체 칠 프 브 독 영 벨 룩
가 르 리 키 스 시 탈 란 로 본 국 로 페 코 레 랑 라 일 국 기 셈
에 부
스 질
베 인
토 아 리 드 바
리 투 스
르
니
키
아
니
갈
크
아
아
아

아 미 이 호 뉴 멕 오 캐 핀 네 덴 스 아 노 스
일 국 스 주 질 시 스 나 란 덜 마 웨 이 르 위
랜
라
랜 코 트 다 드 란 크 덴 슬 웨 스
란 이
드
리
드
엘
드
드
아

주: 1) 만족도 점수는 Gallup World Poll에서 11점 척도(0∼10점)로 측정된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 문항의 응답 평균 점수로서, 값이 클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2) 칠레는 2011년 자료임.
출처: OECD,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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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 결과

통계개발원은 2013년 10월 17일(목) 대전 통계센터

통계개발원은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을 통해 통계

에서「제3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을 개최하였다.

작성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국가
통계 개선·개발, 전문가 경험 및 지식공유와 연구네트

2013년 심포지엄은‘자료수집과 통계품질 : 교훈과

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통계 연구 개발을 선도하고

전략’
을 주제로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혼합조사를

더불어 국가통계품질 향상에 필요한 새로운 전략과

비롯하여, 패널조사에서의 주요 쟁점 및 조사응답

방향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과정에서의 오차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국가통계 연구·개발 역량 및 기반을 강화
시키는 중심 매개체로서 매년‘세계통계의 날(10월

정부, 학계 및 민간연구기관의 전문가 등 250여명의

20일)’
에 즈음하여 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지속적

통계인들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포스터

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션을 통해 의학, 에너지, 표본설계 등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연구결과들이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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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의제

및 세션구성

세션명
튜토리얼
혼합조사

패널조사

오차관리

포스터

발 표 주 제

발표자

토론자

•Survey Data Quality Measures

장돈식(미 MPR)

•혼합조사 모드효과 및 추정방법에 관한 연구

임경은(통계개발원)

정동명(통계청)

•조사모드의 효과적 활용 및 추정방법과 향후과제

박인호(부경대)

김성호(KAIST)

•패널조사 통계의 이해

박민규(고려대)

김영원(숙명여대)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이탈-재진입 표본을 중심으로

이상호(노동연구원)

변종석(한신대)

•가계금융·복지조사 무응답 가구 특성 및 패널 무응답 처리방법

정구현(통계청)

천영민(고용정보원)

•반복조사의 비표본오차 현장 제어방안

김규영(통계정보원)

이기재(방송통신대)

•KGSS 파라데이터를 활용한 무응답과 접촉가능성 연구

김석호(성균관대)

이충학(통계청)

•시선추적기법을 활용한 조사 응답과정의 탐색

박현정(통계개발원)

서남규(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수집 및 방법론 관련 논문 14편

-

-

-

※ 포스터세션을 통해 관련기관 신진연구원과 대학원생 등 차세대 연구자 초청 및 통계개발원 연구과제 소개

▒ 시사점

자료수집과 통계품질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통계청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교통안전공단, 국민
건강보험공단, 한국은행 등 통계작성기관 및 연구기관
을 포함하여 60여개의 다양한 국가통계 관련기관이

중요성을 확인하고 국가통계방법론 개발과 나아가
국가통계 개선에 필요한 새로운 전략과 방향 모색에
기여하였다.
▒ 향후계획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통계방법론의 방향 및

2014년 제4회 심포지엄은‘통계자료 제공 및 활용: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으로 명실

현안과 전략’
이라는 주제로 10월 16일(목)에 개최할

상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예정이다. 보다 활발한 참여와 내실을 도모하고자

할 수 있다.

한국통계학회의 후원을 비롯하여 3월에 세션구성 및
발표자를 확정하고 4월부터 발표내용 점검 등 철저한

혼합조사, 패널조사, 오차관리를 중심으로 조사환경

준비로 심포지엄의 질적 향상과 위상 강화를 위하여

변화에 따른 자료수집 방법의 다양화와 통계품질의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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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통계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결과

미 MPR

Surveys and
Information Services
Division,
Director, Statistics

통계개발원은지난해10월16일(수)

Groves and Heeringa(2006)의 응답률, 접촉률,

미국 MPR(MATHEMATICA

추정량 이력(tracking)등 통계생산과정에 근거한

Policy Research)의 장돈식박사를

응답반응설계(responsive survey design)를 소개

초청하여‘조사통계의 응답률

하였으며, 서로 다른 조사들 간의 응답 품질을 측정,

제고방안, 응답 품질 측정 및 조사

비교하기 위한 툴(tool)의 모색과 Schouten et al.

설계’
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2009)의 응답 그룹이 표본이나 모집단을 얼마나

하였다.

잘 대표하는 지를 측정할 수 있는 R-지표(R-

이번 초청세미나는‘Discussions

indicators)※ 를 제시하였다.

on Topical Issues in Survey Sampling’
을 중심
토픽으로 고품질의 조사 자료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

※ R-지표는 조사결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조변수들을
이용한 지표로 기존의 응답률보다 무응답 편의를 더 잘 설명
하는 것이다.

해야 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사설계부터 자
료수집까지 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조사 연구자, 통계

2) 응답반응설계는 기술적 진보로 조사운영에 대한 자료

학자 그리고 IT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과 융합

수집이 가능하고, 응답률이나 표본틀과 같은 다른

이 필요하다는 것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원천의 자료들과 결합함으로써 가능함

선진화된 조사관리시스템으로 다양한 원천 자료
들을 실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고, 자료수집과 동시에
▒ 주요

발표내용

1) 조사 자료의 품질 제고와 더불어 품질 측정 지표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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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팅, 무응답대체(임퓨테이션), 가중치 부여 등
자료처리의 효율화(streamline) 역시 가능할 수
있다. 실제 자료수집기간동안 주요 조사변수의 추정

값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정들은 응답률 및 R-지표와 같은 조사편의의

▒ 결과

및 시사점

순탄치 않고 열악한 자료수집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지표들의 해석을 더욱 명백하게 할 수 있으며,

도전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자료수집에서의 최근

더불어 자료처리시간 단축과 시의성 있는 정보

발전사항들에 대해 응답반응설계, 조사품질 측도,

제공이 가능하다.

효율적 자료처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들 방법을
활용한 실제 조사를 소개하였다.

참 고 : MPR(MATHEMATICA Policy Research) 연구단체 소개 및 홈페이지 안내
데이터 품질 향상, 의료 의사결정 시스템, 국가 정책 등의 영향분석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연구단체
▒연

혁

▒ MPR

▶ 1968년

미국 최초로 사회 주요 실험인 New Jersey
Negative Income Tax Experiment1) 수행

▶ 1995년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이 개인과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HSC2) 설립

▶ 2007년

장애정책 연구센터설립

▶ 2010년

의료 의사결정 통보시스템, HCE3) 센터 설립

홈페이지
(http://www.mathematica-mpr.com/index.asp)

1) 복지수급자의 작업 인센티브를 테스트 하는 프로젝트
2) Center for Studying Health System Change
3) Health Care Effectiveness

현재 위 연구단체는 6개소(Princeton, Cambridge 외
4개소)에서 1,000명 이상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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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계정
(SEEA)
1992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 환경회의에서「리우선언」
을 채택하여 경제
성장 및 사회통합과 함께 환경보호를 추가한 지속가능발전을 각 국의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후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
에서는 리우선언의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권고하였다.

최연옥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환경경제계정은 경제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과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정책평가수단이다.

지속가능발전이란 환경보존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 운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재화에만 국한되어 작성되는 기존의 국민
계정(National Accounting)을 보완할 새로운 계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된 계정이 환경경제계정(SEEA, System of Environmental
Economic Accounting)이다.
국민계정의 경우, 17세기 영국의 과학자이며 정치가인 페티(William Petty)가
과세(課稅)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그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1929년 시작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시절 미국 의회의 지시로 전미경제조사국(NBER)의
경제학자인 쿠즈네츠(Simon Kuznets)가 국민소득 측정방법을 개발한 후
한 국가의 경제규모의 측정 방법으로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쿠즈네츠 자신도 한 국가의 복지가 기존의 국민소득 측정방법으로는
판단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소득의 한계를 경고하였다. 또한, 2009년
OECD 세계포럼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교수 역시 기업들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면 GDP는
증가하겠지만 사람들의 후생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측면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평가수단이 필요하다. 환경경제계정은 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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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이의 상호작용과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파급

환경경제계정이 개발되면 재화와 서비스의 물적 공급

효과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정책평가수단이다. 또한,

사용표(Supply Use Table)와 화폐적 공급 사용표를

환경경제계정은 기존의 국민계정이 환경비용을 고려

통합하여 각 경제활동에 따른 자원 투입과 잔폐물의

하지 못하는데 비하여, 환경비용을 감안한 경제적

흐름을 도출할 수 있으며, 경제적 생산, 소비 및 축적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측정

관련된 자연 자원의 변화도 연결할 수 있고, 자연자원의

도구라 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환경

고갈을 차감한 순 부가가치(Net Value Added)도 측정

친화적인 경제성장(녹색성장)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다.

평가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통계개발원에서는 201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환경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가

경제계정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환경경제

경제활동과 경제적 부 그리고 경제의 일반적 구조 등

계정 중·장기 개발계획을 2013년 10월 개최된 국가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개발된

통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측정 프레임워크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과 정의
및 분류 등을 정의하고 있다면, 환경경제계정은 환경에

환경경제계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 물,

관한 정보를 물적 단위로 파악하면서 경제에 관한

물질 등 모든 자원흐름을 기록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정보는 화폐적 단위로 파악하여 환경을 고려하면서

각 부처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부분의 환경관련 통계가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 그러므로 통계청과 관련 부처간 협업시스템

2012년 개최된 43차 UN통계위원회에서 국제통계

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경제계정 개발을 위한

표준으로 채택하여 각 국에 작성을 권고하였다.

지속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환경경제계정은 크게 물적플로우계정(Physical Flow

환경경제계정을 작성함으로써 기후변화와 녹색경제

Accounts), 환경활동계정 및 환경자산계정 등으로

측정과 같은 국제사회의 글로벌 의제에 대하여 적극

구성되며, 물적플로우계정은 에너지, 물, 물질에 관한

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경제·사회 통계에 비하여 상대

세부계정으로 이루어진다. 환경활동계정에는 환경보호

적으로 취약한 환경통계의 기초자료 정비 및 개선·

지출계정(EPEA)과 환경재화와 서비스부문 통계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국토개발과

(EGSS) 등이 있다. 각 국의 경제구조와 자연환경에

경제발전 및 환경보존의 균형적인 접근을 통한 경제

따라 각 계정의 개발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및 환경 정책의 수립·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특히 많은 선진국에서 물적플로우계정인 범경제물질

기대된다.

플로우계정(EW-MFA) 및 대기오염물질배출계정
(Accounting for Air Emissions)과 환경활동계정인
환경보호지출계정 및 환경재화와 서비스부문 통계
등을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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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리포트

2013년 녹색성장지표 분석
최종희 연구기획실

요약

통계청 녹색성장 추진의 일환으로, 통계개발원

지표를 2년주기로 작성·공표하여 오고있다.

에서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성과 및 이행

이와 관련하여 금번에 작성한 2013년 녹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녹색성장

성장 지표 작성결과는 다음과 같다.

28개 녹색성장지표의 최근 5년간 추세를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분석한 결과, 산림온실가스 흡수량,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및 동 산업 매출액, 녹색R&D
비중,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업수,

산림온실가스 흡수량,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1인당 생활폐기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강수예보 정확도, 정부

발생량 등 19개 지표는 개선된 반면 온실가스

예산대비 재해예방투자 비중 등 정책 투입 지표

총배출량, 식량자급률 등 4개 지표는 악화된

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것으로 나타났다.

총배출량,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등의 정책

녹색성장 3대 분야 분야별 지표에 대한 총괄

성과 지표들은 최근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분야

10대 정책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자립

탈석유 에너지
자립강화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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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최근 5년간 추세
보합수준

온실가스 총배출량

악화추세

산림온실가스 흡수량

개선추세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악화추세

개선 5개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개선추세

악화 3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개선추세

보합 1개

식량자급률

악화추세

강수예보 정확도

개선추세

GDP대비 재해예방투자 비중

개선추세

Official Statistics Research Newsletter

‘신성장동력 창출’분야

있으나 산업구조의 고도화에서는 전체 산업 중

정부R&D 지출 중 녹색R&D 지출, 국제특허

서비스업의 비중은 아직 미흡한 반면 서비스

출원, ISO 인증기업 등의 녹색기술개발 및

업 부가가치 중 지식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성장 동력화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개선되고

비중과 총부가가치 중 정보통신산업이 차지

있으며,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신재생에너지

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평가

산업매출액 등 녹색산업육성 분야도 개선되고

되었다.

3대 분야

10대 정책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신성장
동력창출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지

표

최근 5년간 추세

정부R&D지출 중 녹색R&D

개선추세

GDP대비 국내 R&D 지출

개선추세

천명당 국제특허 출원건수

개선추세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량

개선추세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개선추세

개선 9개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액

개선추세

악화 1개
보합 1개

총부가가치중 서비스업 비중

악화추세

서비스업 부가가치중 지식서비스산업 비중

개선추세

총부가가치중 정보통신산업 비중

개선추세

천명당 ISO14001 인증 기업수

개선추세

GDP대비 환경세 비중

보합수준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분야

계속 증가하여 개선 추세이며, 생활의 녹색

녹색국토·교통 및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혁명 관련 지표인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및

관련 지표인 1인당 생활권 도시림, 지하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여 녹색생활

철도여객수송분담률, GNI대비 ODA 등은

실천이 개선되는 추세로 평가되었다.

3대 분야

10대 정책
녹색 국토 및
교통 조성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지

표

최근 5년간 추세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개선추세

지하철·철도여객수송분담률

개선추세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중

보합수준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량

보합수준

개선 5개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개선추세

보합 3개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개선추세

GNI대비 ODA 비중

개선추세

ODA 중 녹색성장ODA 비중

보합수준

SRI Newsletter

13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Official
Statistics
Research
Newsletter

주요 연구 리포트

정책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 결과에서 보면, 녹색
성장 인프라와 역량에 해당하는 지표(녹색
R&D 지출, 재해예방투자, ISO14001 인증
기업수, 국제특허출원 건수 등)들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생산성이나 에너지 생산성 지표 등은 최근
이상 기후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 증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악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 녹색생활 인식과 실천
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인 1인당 가정에너지
사용량은 최근 2년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좀 더 시간이
지나야한다고이해할수도있지만, 현재의정책
도구들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
된다. 특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의차질없는실시와지속적추진, 신재생
에너지 공급확대, 전기 소비 절약 실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도구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녹색성장 정책 주류화와 지속적 추진은 국제적
으로 형성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시장의 선점과

새로운 무역장벽인 녹색규제를 넘어서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美·中 등 주요국들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를 지는 것은
소극적이나, 대내적으로는 녹색성장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오바마 美 대통령은 기후
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각종 표준과
기술 선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
강경론자인 존 케리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지명( ’
12.12)하였으며,‘기후변화 액션플랜
(’
13.6)’
을발표하였다. 또한, 시진핑中총서기는
첫 지방순시로‘중국의 청계천’
인 광둥성의 둥
하오융을 방문(’
12.12),‘생태문명 건설’
을 강조
하였으며, 제18차 공산당 전당대회(’
12.11)시
녹색·순환·저탄소발전추진계획을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글로벌 경기침체와 기후
변화 위기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목적뿐만
아니라, 곧 현안 문제가 될 수 있는 저탄소 녹색
시장의 선점과 새로운 무역장벽인 녹색규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모델로 확인된
녹색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녹색성장지표 개요 ◈
◎개념
- 녹색성장지표는 우리나라 녹색성장*의 변화추이를
통계적으로 기술하는 지표체계임
*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는 것(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09)

◎ 의의 및 활용
- 범지구적으로 기후온난화, 환경오염 등에 따라 환경적
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이 글로벌한 정책의제로 중요시 되고 있고
이러한 녹색성장정책의 이행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녹색성장지표 작성이 필요
• 녹색성장지표는 우리나라 녹색성장정책의 이행
수준 파악, 녹색성장 실천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또한 녹색성장지표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지표작성은
물론 녹색실천 선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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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2010년)‘녹색성장 지표체계(Framework)’개발
- (2011년)‘2011년 녹색성장지표’작성·공표
- (2013년)‘2013년 녹색성장지표’작성·공표
- (2014.2.)‘2013년 녹색성장지표 분석보고서’발간
및 배부
◎ 지표체계
- 3대 분야 10대 정책방향별 총 28개 지표
* <붙임: 녹색성장지표 종합표> 참조

◎ 향후 계획
- (2014. 6~12.) 제2차 녹색성장5개년 계획 기준
지표체계 개선
- (2015~2016년)‘2015년 녹색성장지표’작성(2015년)
및 공표(2016년)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green.kostat.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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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 녹색성장지표 종합표 ◈
3대
분야

10대
정책방향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탈석유
에너지자립
강화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신성장
동력
창출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국토·
교통 조성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2013년 세부지표(28개 지표)

긍정
방향

최근
5년간
추세

현황
(최근연도)

단위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

→

0.641

‘10)
(

Kg CO2/천원

온실가스 총배출량

(－)

↗

668.8

‘10)
(

백만t CO2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

(＋)

↗

39.6

‘10)
(

백만t CO2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

↗

0.251

‘12)
(

TOE/백만원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

↗

13.8

‘12)
(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

3.17

‘12)
(

%

식량자급률

(＋)

↘

45.3

‘12)
(

%

강수예보 정확도

(＋)

↗

81.3

‘12)
(

%

정부예산대비 재해예방투자 비중

(＋)

↗

2.37

‘11)
(

%

정부R&D 지출 중 녹색R&D 비중

(＋)

↗

16.0

‘12)
(

%

GDP대비 국내 R&D 지출비중

(＋)

↗

4.4

‘12)
(

%

천명당 국제특허 출원건수

(＋)

↗

0.237

‘12)
(

건/천명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량

(－)

↘

0.625

‘11)
(

Kg/천원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

↗

0.93

‘11)
(

%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액

(＋)

↗

9,854

‘11)
(

십억원

총부가가치 중 서비스업 비중

(＋)

↘

58.2

‘12)
(

%

서비스업 부가가치 중
지식서비스산업 비중

(＋)

↗

48.3

‘12)
(

%

총부가가치 중 정보통신산업 비중

(＋)

↗

11.8

‘12)
(

%

천명당 ISO14001 인증기업수

(＋)

↗

0.146

‘12)
(

개/천명

GDP대비 환경세 비중

(±)

→

2.4

‘11)
(

%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

↗

7.95

‘11)
(

㎡/인

지하철·철도 여객수송분담률

(＋)

↗

25.9

‘11)
(

%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중

(＋)

→

2.73

‘11)
(

%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량

(－)

→

0.434

‘11)
(

TOE/인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

↘

335

‘11)
(

L/인/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

0.95

‘11)
(

Kg/인/일

GNI대비 ODA 비중

(＋)

↗

0.14

‘12)
(

%

ODA 중 녹색성장ODA 비중

(＋)

→

21.35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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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간조사방법론 개선결과
심층검토 및 실무적용방안 연구
최재혁 조사연구실, 김의영 동향분석실, 최종희 연구기획실

연구배경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
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실시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 결과는
무급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을 파악하여 가사
노동의경제적가치를분석하고국민계정체계에
가계위성계정을 편입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
하는 동시에 각종 노동, 복지, 문화, 교통 관련
정책수립이나 학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 최초 도입되어 2004년
과 2009년에 조사가 수행되었고 2014년에 4차
생활시간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조사는 연 1회(9월) 실시
되었고 2009년 생활시간조사는 연 2회(3월
및 9월)에 걸쳐 조사가 수행되었고 조사한
결과를 평균해 연간통계를 생산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시간일지를 10분 단위로 기입
하는데 따른 사생활 노출과 시간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자료가 모아진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나, 조사 횟수가 제한적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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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한계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지는 자료라는
평가도 존재한다(이윤석 외, 2008). 또한 1년
중 2회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어 국민들의
계절별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
다는 한계점을 지적하는 의견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경우 계절별로 생활시간
사용실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2회에 걸친
조사로는 국민들의 시간활용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영원 외, 2010).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본추출방법이나 조사시점 결정 및
조사기간 배정방법이 적정한 것인지 보다 심층
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의 생활양식이 계절에 따른 큰 변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4년에 실시될 조사
에서 조사 횟수의 적정수준과 조사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요일 및 월에 따른 생활시간
활용의 변동을 분석하고 2008년 이후의 기상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계절성을 파악
하여 이에 따른 조사 횟수 및 조사시점을 탐색
하였다.

2009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는 2회(3월, 9월) 실시
생활시간조사 되었으므로 조사시점의 기상여건 또는 조사
대상자의 차이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가 존재
분석

결과가 9월 조사보다 더 많았고 주말효과와

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말여부별

최저기온, 최고기온)이 더 높고 강수량은 더

조사시점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살펴본

적으며 일조량도 더 많아 가사활동 및 야외

결과, 수면시간과 TV시청시간은 3월 조사

활동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수면시간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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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3월의 조사
기간보다 9월의 조사기간이 기온(평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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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 조사시기에 따른 주중/주말 시간활용 차이
수면시간

근로시간

500

가사노동시간

250

480

3월
9월

200

460

200
150

100

150

440
3월
9월

420
400

TV시청시간

150

주중

주말

10
50

100
50

주중

주말

0

3월
9월
주중

주말

3월
9월

50
0

주중

주말

적고 가사노동시간 및 TV시청시간이 더 많았

2012년까지 각 일별 5년 평균값을 사용하여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9월의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추석2주전으로 성묘나 벌초와 같은
야외활동이 증가할 요인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 활용이 기후환경에
따라 변화가 있다고 전제하여 2009년 생활
시간조사 조사시기의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상자료는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
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 강수량
(㎜), 적설여부, 풍속(㎧), 습도(%), 일조시간
(hours), 운량(할) 등을 사용하였으며, 연도별
기후변화의 변동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생활시간조사 일반적인 통계조사는 특정 시점의 모집단의
조사 횟수 및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생활시간
조사시기 탐색 조사는 특정시점이 아닌 1년 동안의 모집단
특성(생활 활용시간)을 파악하는 조사로 공간
적인 모집단(개인 또는 가구)과 시간적인 모집
단(1년 365일)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2차원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따라서
가구 또는 개인의 표본추출과 동시에 조사
시점을 선택(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사람

평균기온에 따른 시간활용을 분석한 결과,
수면시간과 TV시청시간은 평균기온이 상승
할수록 시간활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근로
시간은 평균기온이 상승할수록 시간활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에 따른 시간활용을 분석한 결과, 수면
시간, 가사노동시간, TV시청시간은 강수량이
많아질수록 시간활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근로시간은 강수량이 많아질수록 시간활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의 생활양식이 계절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시점을 선택
하는 것은 생활시간조사의 대표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계절의 특성인 기상효과에 따른 생활 활용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
하여 시간모집단을 층화(군집)하여 조사시점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생활시간조사가 연속된
10일 또는 14일 간 실시되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시간모집단을 365일이 아닌 51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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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연도별 기후변화의 변동을 줄이
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평균을
기상자료로 활용하였고, 최근 기후의 변화가
심한 것을 고려하여 하여 추가적으로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3년 평균 자료를 활용하였다.
시간모집단(51주)에 대한 층화방법은 계층적
군집방법(ward방법)으로 층화하였다. 계층적
군집방법의 다른 알고리즘이나 비계층적 군
집방법인 K-means방법 모두 비슷한 결과를
가지며, 평균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MSE를 사용하는 ward방법을 최종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CCC(cubic clustering
criterion)를 이용하여 최적의 층 개수(조사
횟수)를 탐색한 결과, 2개 지점에서 elbowpoint가 나타났고, 5개년 자료에서는 3회 지점,
3개년 자료에서는 4회 지점에서 양수로 전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값을 통해 살펴본
결과, 5개년, 3개년 자료 모두 2회 지점에서
고유값 1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3회 지점 역시
각각 0.912, 0.895로 1에 가까운 값을 가진 것

으로 분석되었다. 분산변동 설명비율은 두
자료 모두 2회 지점에서는 80% 이상, 3회 지점
에서는 90% 이상, 4회 지점에서는 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 횟수를 2회로
결정할 경우, 기상자료에 대한 변동 설명이
부족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3회 이상의 조사
횟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5개년 기상자료를 이용한 층화(조사 시가 대표
기간)를 탐색한 결과, 최초 2개의 층 구분은
기온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받아 5월 3주차∼
10월(
‘늦봄+여름+초가을’그룹으로 정의)과
1월∼5월 2주차, 11월∼12월(
‘초봄+늦가을+
겨울’그룹으로 정의)로 구성되었다. 하나의
층을 추가할 경우,‘늦봄+여름+초가을’그룹
에서 여름(7월∼8월)이 분리되고 4개의 층
구분은‘초봄+늦가을+겨울’그룹에서 겨울
(1월∼3월 1주차, 12월)이 분리된다. 3개년
기상자료를 이용한 층화를 탐색한 결과, 최초
2개의 층 구분은 5개년 자료와는 다르게 기온과
더불어 강수량의 영향력을 크게 받아 여름

그림 2 l 가상자료를 이용한 군집분석(51주)의 덴드로그램
< 5개년(2008년~2012년) 자료 이용 >
2회 조사

3회 조사

1월~5월 2주차
11월~12월

1월~5월 2주차
11월~12월

(겨울+초봄+늦가을)

(겨울+초봄+늦가을)

< 3개년(2010년~2012년) 자료 이용 >

4회 조사

2회 조사

3회 조사

4회 조사

1월~3월 1주차
12월

6월 4주차~8월

6월 4주차~8월

6월 4주차~8월

(여름)

(여름)

(여름)

5월~6월 3주차
9월~10월

5월~6월 3주차
9월~10월

(늦봄+초가을)

(늦봄+초가을)

(겨울)

3월 2주차~5월 2주차
11월
(초봄+늦가을)

5월 3주차~6월
9월~10월
5월 3주차~10월
(여름+늦봄+초가을)

기온 기준으로
2개의 계절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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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주차~6월
9월~10월

(늦봄+초가을)

(늦봄+초가을)

7월~8월

7월~8월

(여름)

(여름)

여름 분리

겨울 분리

1월~6월 3주차
9월~12월

3월 2주차~5월 2주차
11월

(봄+가을+겨울)

1월~4월
11월~12월

(초봄+늦가을)

(겨울+초봄+늦가을)

1월~3월 1주차
12월
(겨울)

기온과 강수량 기준으로
여름과 나며지 계절로 분리

늦봄/초가을 분리

겨울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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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주차∼8월)과 나머지 계절(
‘봄+가을+
겨울’그룹으로 정의)로 구성되었다. 하나의
층을 추가할 경우,‘봄+가을+겨울’그룹이
5월∼6월 3주차, 9월∼10월(
‘늦봄+초가을’
그룹으로 정의)과 1월∼4월, 11월∼12월(
‘초봄
+늦가을+겨울’그룹으로 정의)로 분리되고
4개의 층 구분은‘초봄+늦가을+겨울’그룹
에서 겨울(1월∼3월1주차, 12월)이 분리된다.
5개년 자료와 3개년 자료 모두 동일하게 계절적
분리는 매우 유사한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생활시간조사와 같이 2회 조사를 실시
할 경우의 조사 시기 대표기간은 강수량의
영향력에 따라 구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의 기상자료가 국지성 폭우로 인한
여름철의 강수량이 증가하였고 봄과 가을의

기간이 짧아지고 다른 계절과의 경계가 모호해
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4개의 조사
시기 대표기간을 구성하는 경우 계절 경계가
모호한‘초봄+늦가을’그룹과‘늦봄+초가을’
그룹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조사시간 선택이나
대표기간을 반영한 가중값 계산단계에서 비효
율적인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봄과
가을의 기상효과가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서
3개의 조사 시기 대표기간으로 구분하거나
또는 일자의 연속성을 반영하여 4개의 조사
시기 대표기간에서 연속된 일자별로 재구성
하는 방법이 시간 및 비용 대비 매우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초봄+늦가을’
그룹과‘늦봄+초가을’그룹을 봄과 가을로
재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표 1 l 조사 시기 대표기간과 조사 시기 선택
기상자료
5개년
(2008년∼2012년)
3개년
(2010년∼2012년)

조사 시기 대표기간
기온높음
기온낮음
여 름
나머지

기상자료
5개년
(2008년∼2012년)
3개년
(2010년∼2012년)

조사 시기 대표기간
봄/가을
여름
겨울
봄/가을
여름
겨울

기상자료
5개년
(2008년∼2012년)

3개년
(2010년∼2012년)

5월 3주차∼10월
1월∼5월 2주차, 11월∼12월
6월 4주차∼8월
1월∼6월 3주차, 9월∼12월

5월 3주차∼6월, 9월∼10월
7월∼8월
1월∼5월 2주차, 11월∼12월
5월∼6월 3주차, 9월∼10월
6월 4주차∼8월
1월∼4월, 11월∼12월

조사 시기 대표기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5월 3주차∼6월
7월∼8월
9월∼10월
1월∼5월 2주차, 11월∼12월
5월∼6월 3주차
6월 4주차∼8월
9월∼10월
1월∼4월, 11월∼12월

조사 시기 선택
9월 2주차, 9월 1주차, 6월 4주차
3월 2주차, 3월 4주차, 11월 3주차
8월 4주차, 7월 2주차, 7월 3주차
11월 2주차, 4월 2주차, 4월 1주차

조사 시기 선택
5월 3주차, 6월 1주차, 6월 2주차
7월 2주차, 8월 2주차, 7월 1주차
3월 2주차, 3월 4주차, 11월 3주차
5월 1주차, 5월 2주차, 5월 3주차
8월 4주차, 7월 2주차, 7월 3주차
11월 3주차, 12월 2주차, 1월 1주차

조사 시기 선택
5월 3주차, 6월 1주차, 6월 2주차
7월 2주차, 8월 2주차, 7월 1주차
9월 2주차, 9월 1주차, 10월 3주차
3월 2주차, 3월 4주차, 11월 3주차
5월 1주차, 5월 2주차, 5월 3주차
8월 4주차, 7월 2주차, 7월 3주차
9월 3주차, 9월 2주차, 10월 3주차
11월 3주차, 12월 2주차, 1월 1주차

*여기서 봄은 늦봄, 가을은 초가을만을 의미하고 겨울이 초봄과 늦가을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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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사 시기 대표기간에서 기상자료의 중심이

활용하면 기존 조사 시기인 3월 2주차와

되는 주간을 탐색하기 위해 기상자료의 유클리

9월 2주차가 선택되었다. 3회 조사의 경우는

디안 거리를 이용하여 중앙값을 최적의 조사

5개년, 3개년 기상자료를 활용한 결과에 공통

시기라고 판단하였다. 조사 시기 대표기간(조사

으로 나타나는 조사 시기는 5월 2주차, 7월

횟수)을 2개, 3개, 4개로 산정하여 5개년, 3개년

2주차, 11월 3주차이고 4회 조사의 경우는

자료를 활용하여 각각 조사 시기의 최적 시점을

9월 2주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탐색하였다. 탐색된 조사 시기는 기상자료의

4회 조사의 경우는 군집분석에서 층수를 4개로

중심주간으로 선택된 것이며, 예산 및 조사

결정한 것이 아니라 3회 조사에서‘봄+가을’

환경에 따라 대표기간에서 임의로 한 주를

그룹을 연속된 일자로 층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선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나머지 층의 조사 시기는 동일하게 나타나게

살펴보면, 2회 조사의 경우 5개년 기상자료를

된다.

생활시간조사에서 주요 활동에 대한 시간

조사가 연속된 10일 또는 14일로 실시된다는

활용은 주말여부별로 조사 시점에 따라 차이가

점을 고려하여 기상자료를 1주 형태(평균)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간활용의

구성하고 시간모집단을 51주로 정의하여 층화

형태가 평균기온, 강수량 등의 기상효과에

하였다. 연도별 기후변화의 변동을 줄이기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평균,

따라서 국민들의 다양한 행동을 가능한 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평균 자료를 각

많이 조사하기위해연중 12개월에 걸쳐 조사를

각 활용하여 최적의 층 개수 및 대표기간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탐색한 결과, 3개로 층화하고 5월, 7월, 11월의

되나, 면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현실을 고려할

조사시기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 연 2회 보다는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계절

필요에 따라 기존의 생활시간조사와의 시계열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7월, 9월, 11월 또는

것이다.

3월, 5월, 7월에 조사하는 것도 고려할 수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위한 예산의 부족 등

있다. 2009년 조사와는 다르게 각 조사 시기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다양한 조사시점을

대표하는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가중값 계산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실적으로 가능

단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3년 기상

한 조사 횟수는 3회 또는 4회가 가장 적당할

평균은 다소 다른 결과를 가지며, 이는 최근의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예산과 일정 및 조사

기상변화 중 여름철 강수량 증가, 특히 국지성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중 조사로 전환하는

폭우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름

방향으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기간의 조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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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추적실험을 통한 조사표 디자인 연구 :
인구주택총조사 사례
박영실 동향분석실, 박현정 동향분석실

연구배경

눈(eye)은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 우리는 굳이

실험이 읽기나 시각적 디자인의 효과를 평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으로 평가받으면서,

읽을 수 있다고 믿어왔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조사표 설계 특히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평가

이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교육학, 심리학 뿐

하는데 그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니라 마케팅 연구 분야에서는 눈동자의

이번 연구는 응답자의 눈동자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임을 측정하여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과연 조사표 설계자가 의도한대로 응답자가

그것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 활용되고

조사표를 읽고 응답할까?’
에 대한 물음에

있다. 비교적최근이긴하지만, 조사표설계분야

답해보고자 한다.

도 예외는 아니다. 시선추적(eye-tracking)

조사표
재설계
내용

인구주택총조사는 사회 및 조사환경이 급격

하고 현 조사표는 기존의 조사원 면접식에서

하게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다.

사용되던 형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인터넷

전통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원이 종이

조사나 배포 후 회수 방법은‘응답자 기입식’

조사표를 들고 각 가구를 방문하여 응답자와의

으로 이는 조사원 면접식과는 다른 방법이며,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그런데 과학기술

이에 따라 조사표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및 조사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자료수집방법의
변화를 이끌었다. 2005년에 인터넷 조사가

이와 관련 통계개발원은 응답자가 사용하기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래, 2010년에는 그 적용

편리한 조사표를 개발하기 위해 2012년부터

범위가 확장되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단계적으로 조사표 개선 작업을 실시해왔다.

47.9%가 이 방법을 활용하여 응답하였다.

2012년 4월과 6월에 2라운드에 걸친 인지

또한, 응답거절이나 부재가구의 증가로 종이

면접을 통해 질문에 대한 이해문제가 발생

조사표 배포 후 응답자 스스로 조사표를 작성

하는 주요 항목에 대한 개선안을 제언했으며,

하도록 한 후 회수하는 방법도 현장에서는 대안

변경된 안을 바탕으로, 2012년 11월에 기존안과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수집방법

개선안에 대한 반분조사(split-ballot survey)

의 변화는 연쇄적으로 조사표설계, 자료처리

와 조사원보고(interviewer debriefing)를

등 인접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인지면접 과정에서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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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 디자인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새로운

에서는 작성예시 → 질문 → 응답범주(1번

디자인을 제언하였다. 인지면접이나 반분조사

가구원) → ... → 응답범주(4번 가구원) 순이

등은 항목의 표현 문제에 초점을 두어 조사표를

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작성예시를 삭제하고

평가했다면, 이번 실험은 응답자 기입식 종이

질문과 응답범주를 통합한 후 4명의 가구원을

조사표 디자인의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묻는 각각의 칼럼에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였다. 이외에도 건너뛰기 디자인 및

디자인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구부문의

질문유형 등의 변경 실험을 실시하였으나 여기

전체 레이아웃이다. [그림 1]과 같이 기존 버전

에서는 지면의 한계 상 생략하고자 한다.

그림 1 l 인구부문 디자인 수정전후 비교
기존 버전

연구방법

시선추적실험은 통계개발원 조사표실험실에

수정 버전

그림 2 l 시선추적장면

구비되어 있는 Tobii-X120을 이용하였다.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니터 하단에
있는 시선추적장치에서 참가자를 향해 투사된
적외선이 각막과 망막으로부터 반사되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시선추적장치에서 추적
하여 참여자의 시선정보(응시시간 및 방향
등)를 계산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이번 실험

22

에는 20세 이상의 성인 39명이 참가하였다.

vs.여성 21명, 2·30대 26명vs.40대 이상 13명,

대부분이 대학교를 졸업한 가운데 남성 18명

미혼 19명 vs. 기혼 20명이었다. 이들을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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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한 후 통제집단

화면에 제시, 해당 응답범주에 마우스클릭을

(기존 버전)과 실험집단(수정 버전)에 할당

함으로써 응답하도록 하였다. 시선추적실험은

하였다. 조사표는 표지, 인구부문, 가구 및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

주택부문으로 구성되며, 이 중 인구부문은 2장

으며 응답자 당 평균 총 30분정도의 시간이

이다. 조사표는 PDF 형태로 전환하여 컴퓨터

소요되었다.

응답자들의 눈동자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살펴

질문을 다시 읽는 경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볼 수 있다는 것은 시선추적실험의 가장 큰

된다. 반면, 실험 버전에서는 응답자들의 시선

장점이다. [그림 3]은 실험 참가자들이 본인이

이동경로를 반영하여, 비록 반복적이기는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 1, 2, 3번에 대한

하지만, 모든 가구원에 대한 응답과정에서

정보를 응답하는 과정에 대한 개별 참가자들의

다시 질문을 반복해서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응시도(gaze plot)이다. 먼저 기존 버전을 살펴

대체로 해당 공간에 대해서만 응시점이 높았다.

보면 1번 가구원(본인) 응답은 예상대로 작성

이러한 차이는 응답오류나 응답시간에 영향을

예시(첫번째) 칼럼, 질문(두 번째) 칼럼, 응답

줄 수 있다. [그림 4]는 조사표 유형별 응답오류

범주(세번째) 칼럼에 응시점이 분산되어 있다.

건수를 제시한 것이다. 오류는‘누락오류

2번과 3번 가구원 응답에서는 1번가구원에

(omission error)’
와‘포함오류(commission

비해 첫 번째와 두 번째 칼럼에 대한 응시점은

error)’
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누락오류’
는

낮으나 몇 명의 참가자들이 질문으로 되돌아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항목인데 응답하지 않은

와서 다시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번과

경우를,‘포함오류’
는 해당항목을 응답하지

3번 가구원 응답과정에서 작성예시 칼럼에

않고 건너뛰어야 하는 항목에 응답한 경우를

시선이 이동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일반적

일컫는다. 인구부문만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으로 기존 버전과 같은 매트릭스 형태에서는

전체 오류는 평균적으로 기존 버전에서 6.7건

응답자들이 질문을 한 번 읽은 후 오른쪽으로

이고 수정 버전에서 5.4건으로 기존 버전에서

이동하면서 각 가구원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오류의 유형에 따라

라는 가정으로 디자인 된 것이다. 그런데, 응시

서는 그 결과에 차이가 있다. 누락오류의 경우

도를 보면, 기존 버전의 일부 참가자들은 다시

에는 기존 버전에서 1.5건 더 높게 나타난

질문읽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과

반면 포함오류는 수정 버전에서 0.3건 더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기존 버전 참가자의

높게 나타났다. 하위항목에서도 유사한 경향

절반 이상(66.7%)이 한 가구원에 대해 해당

으로 나타났다. 오류의 상당수는 교육수준과

페이지에 있는 모든 질문에 응답을 한 후 다음

출산자녀수 항목에서 나타났으며 이 항목

가구원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모두 수정 버전에서 누락오류 건수가 줄어

이로 인해 2번·3번 가구원 응답과정에서

들었다.

SRI Newsletter

23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Official
Statistics
Research
Newsletter

주요 연구 리포트

그림 3 l 조사표 유형 간 인구 부문 조사표(1장)에 대한 가구원별 응답흐름 비교_기존 버전과 수정 버전

기존 버전

수정 버전

1
번
가
구
원

2
번
가
구
원

3
번
가
구
원

*인구부문 조사표 2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선이동 경로를 보여주어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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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 조사표 유형 간 응답오류 비교

누락오류(건)

포함오류(건)

6.0

기존 버전
수정 버전

5.1
5.0
4.0

기존 버전
수정 버전

5.0
4.0

3.6

3.0

3.0
2.0

2.0

2.0

1.6
1.2

1.0
0.0

6.0

0.5
전체

교육

1.5

1.8
1.1

1.0
0.0

출산

0.0 0.0
교육

전체

1.0

출산

다음으로 조사표 유형 간 응답시간을 살펴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수정 버전의 경우

보았다. 여기에서는‘총 응답시간’
과‘첫 번째

질문과 응답범주가 모든 항목에 동시에 제시

항목까지 응답하는데 걸린 시간’두 가지

되어 응답자들이 실제 읽어야 할 질문의 양이

지표를 계산하였는데, 특히 두 번째 지표는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첫

매우 흥미로웠다. 비록 총 응답시간이 길더

항목을 응답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일관적으로

라도 첫 번째 항목 응답까지 걸린 시간이 짧다

기존 버전에 비해 수정 버전에서 더 짧았다.

는 것은 응답자가 직관적으로 해당 조사표의

조사원 보조 없이 응답자들이 첫 항목을 인지

구조를 빨리 이해하고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하고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것은 수정

점에서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림 5]를

버전이 응답자 기입식에서 좀 더 효율적임을

보면 인구부문 조사표 1장과 2장 모두 총 응답

보여주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시간은 기존 버전보다 수정 버전에서 더 긴

그림 5 l 조사표 유형 간 응답시간 비교

총 응답시간(초)

첫 항목 응답시간(초)

150.0
142.6

기존 버전
수정 버전

10.0

140.0

135.4
6.0

131.7

기존 버전
수정 버전

9.3

8.9

8.0

7.1
6.1

130.0
4.0
121.2
120.0
110.0

2.0

1장

2장

0.0

1장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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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마치며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근간이

일관적인 시선처리가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되는 조사이며, 2010년을 기점으로 자료수집

경로의 차이는 응답오류나 응답시간에 영향을

방법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는 조사표

주었다. 응답오류, 구체적으로 누락오류가 기존

설계에‘응답자 관점’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버전에 비해 수정 버전에서 더 적게 관찰되었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2012년

으며, 응답시간 또한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

부터 통계개발원과 인구총조사과는 조사표

났다. 비록 총 응답시간은 기존 버전에서 짧았

설계를 위한 단계적 접근을 시도했으며, 지금

으나 첫 항목을 응답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까지 인지면접과 시선추적실험 등의 실험실

수정 버전에서 짧아 수정 버전이 응답자 기입식

내 접근법과 반분시험조사 및 조사원 보고 등

에서 효율적이라는 근거들이 발견되었다.

현장조사 접근법을 통해 조사표 개선안을 제언
해왔다. 추가적으로 이번 실험은 자기기입식에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를

좀 더 적합한 조사표 디자인을 마련하기 위해

갖는다. 첫째, 다른 실험실 연구결과와 마찬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지로, 집단 간 비교를 위한 통계분석에서

도출되었다.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사례수와

26

기존버전에서는질문을한번읽고각가구원에

관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이 종이조사

대한 정보를 응답하도록 가정되어 있으나 실제

표에 대한 응답자 기입식 조사표 설계이나,

응답과정을 보면 한 가구원에 대해 모든 질문에

실험장비의 한계 상 실제 종이가 아닌 PDF

답을 한 이후 다음 가구원의 정보에 응답하는

파일을 모니터 화면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이러한 작성체계 내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는 필연적으로 종이와

2번·3번 가구원을 응답하는 과정에서 작성

모니터 화면에 대한 응답자 간 인지 차이를

예시나 질문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발견되었

내포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실제와

으며 이로 인해 조사표 전반에 응시점이 분산

동일한 유형의 조사표 형태를 이용해 좀 더

되었다. 반면에 수정 버전에서는 응답자간

규모를 확장하여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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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계
정보

2013 조사표 평가기준 워크숍
QUEST(QUestionnaire Evaluation STandards)
박현정 동향분석실

QUEST(QUestionnaire Evaluation

분야 저명한 학자들과 국제적인 통계 연구

STandards)는 조사표 연구 관련 대표적인

기관인 미국의 RTI를 비롯하여, Westat, 영국

네트워크로서 18개월 마다 북미국가와 유럽

의 NatCan, 독일의 GESIS 등에서도 참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규모 워크숍 형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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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되어 왔다. 1997년에 스웨덴 오베로
(Obero)에서 Minimal Standard(MIST)

QUEST의 핵심멤버이자 NCHS에서 인지

라는 명칭으로 첫 회의가 개최된 이래로 주요

면접(Cognitive interview) 기본서를 저술

국의 통계청 등 정부기관, 연구소, 학계 등

하고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해온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참여가 이루어지고

Gordon Willis는 QUEST의 발전사를 발표한

있다.

후 회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즉석에서 참여횟
수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체 회의 참여자

특히, 2013년 4월에 열렸던 제9차 회의는

70명 중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18명 정도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어 미국 부처별

2번 이상의 참여 경험이 있었으며, 10명 내외

통계기관인 Census Bursau, BLS, NCHS를

의 핵심멤버는 무려 6회 이상 동안 지속적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노르

으로 참여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웨이, 이태리, 뉴질랜드 등 각국 통계청외
에도 미국내 국가기관(연방회계감사원, 과학

이들은 공동연구 또는 세미나 등의 다양한

재단, 수리정책연구소)에서도 참여하였다.

방식으로 인지기법의 조사표 설계 연구와

또한 Fowler, Cosenza 교수 등 조사표

평가방법을 발전시켜 왔고, QUEST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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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연구실적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을

적용한 조사표 연구 분야에 있어 국제 전문가

통해 공유하고 부단히 발전시킨 결과 조사표

와의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평가 방법, 인지면접과 조사연구 등에 관한

각국의 연구진들과 소통하고 연구기법 등을

많은 간행물을 발간하였으며, 2004년에는

공유할 수 있어 앞으로 조사표 연구를 발전

NCHS에서 주관하여 대규모 국제학술대회

시키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조사표 개선 개발을

기대된다.

위한 연구방법을 널리 전파하였다.
차기 회의에 관한 논의는 미국 RTI와 뉴질
통계개발원에서는 본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

랜드 통계청에서 공동으로 주관할 것이며

하여 조사표실험실의 설치현황과 실험사례

2004년에 개최되었던 QDET(Questionnaire

등을 발표하여 한국통계청의 조사표 설계

Design Evaluation and Testing Method)

분야에 관한 연구의지와 향후 계획을 알리는

를 좀더 발전된 시점에 다시 개최할 필요성을

계기가 되었다. 특히 QUEST 개최이래 아시아

제기하여 가칭‘QDDET(Questionnaire

지역에서는 처음 참여하여 더욱 눈길을 끌었

Design Development Evaluation and

으며, 주최측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참여를

Testing) Conference’
로 2015년 가을 미국

당부하였다. 새롭게 시도되는 인지기법을

에서 약 300명 규모로 진행하기로 협의되었다.

제9회 2013 QUEST

제10회 2015 QDDET 회의

● (규모)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12개국 약 70명 연구자 참여

● (세션)

7개 세션에서 순차적 발표(40편) 및
세션별 토론 진행

-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 분석기법
- 인지면접에 적용되는 기술
- 특정 인구 대상의 인지면접 경험
- 조사표 평가 방법의 미래 등

● (일정)

2015년 가을 3~4일정도, 미국내,
훈련코스 1일, 회의 2일, post-회의
1일

● (특징)

300명 규모 컨퍼런스
- paperless, 인터넷 이용한 실시간 지원
- 기금 및 후원 :
ASA(미국통계학회), AAPOR,
ESRA(유럽조사연구학회) 등
- 조직위원회 :
Amanda Wilmot(미 RTI),
Lyn Kaye(뉴질랜드통계청),
Gordon Willis(미국 N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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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해외
통계
정보

IARIW-UNSW 컨퍼런스 및
EMG 워크숍
정은정 연구기획실, 이재원 연구기획실

IARIW(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동 컨퍼런스에 이어 개최된 EMG(Economic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는

Measurement Group) 워크숍은 매년 11월 말

소득과 부의 정의 및 개념, 경제 사회계정

또는 12월 초에 개최되고 있는 정기적 워크숍

관련 연구와 동 부문의 개발 및 통합을 위한

이다. EMG 워크숍 또한 정부, 학계 등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 및 제반 연구를 위해 1947년에

분야의 참가자들이 경제통계와 관련한 연구

설립된 유서 깊은 협회이다. 정례 컨퍼런스는

결과 또는 개선사례들을 발표·공유하는 장

매 2년(짝수년도) 8월에 개최되며 정례 컨퍼

(場)으로 경제통계의 이슈를 파악하고 방향

런스 외에도 수시로 학계나 타 연구기관과

성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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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하여 특정 주제를 두고 컨퍼런스를 개최
한다. IARIW-UNSW 컨퍼런스는 IARIW와
UNSW(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가 생산성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컨퍼런스로
’
13.11.26~27일 양일간 세계 각국의 약140여
명의 학계,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었다.

금년 IARIW-UNSW 컨퍼런스에서는 생산
성의 요인, 천연자원에 대한 생산성 측정
방법, 그리고점점그비중이커지고있는정보
통신기술(ICT)의 생산성과의 관계 및 역할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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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G워크숍에서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데이터를 이용한 물가지수 산출사례
및 문제점에 관해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발표
하였으며 그 외에도 디지털 미디어와 컨텐츠
산업이 가계 생산에 미치는 영향, 자연자원의
측정방법, 수입품에서의 해도닉(hedonic)
지수 적용사례 등에 관해 정부통계기관 및
학계의 다양한 사례와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다.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
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좋은 기회이다. 또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꾸준한 회의 참석을
통해 구축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에 관한 정보를 상호교류하고 있었다.

최근 급변하는 조사환경과 통계기법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방법론과 이슈들이 빠른 속도로
논의되고 또 적용되고 있다. 동 컨퍼런스와
워크숍 또한 이러한 움직임의 한 사례로

30

IARIW-UNSW 컨퍼런스와 EMG 워크숍은

최신의 국제적 흐름과 이슈를 신속히 파악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연구내용 및

하여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적용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내용을

한다. 통계개발원에서도 이러한 국제회의에

보완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된다. 즉, 참가자

적극 참여하여 세계수준의 전문 연구기관

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접할

으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발표자의 입장에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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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간하는「통계연구」
(Journal of The Korean Official Statistics)는
1996년 최초 발간되어 국가통계를 이용하여 경제·사회 현상을 연구하고 이해
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주는 정부 유일의 학술지이며,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입니다.
「통계연구」
는 국가통계를 이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 창출과 국가통계 발전
이라는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수 논문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1
국가통계를 생산·활용하는 경제·사회·인구·농업·환경 등 경제·사회 전 분야 및 조사
방법·표본추출·추정·검정 등 통계 전 분야에 걸친 이론과 응용
사례·분석·적용 연구, 새로운 기법 개발 등 해당 분야의 실용적·창의적 내용

2
제출방법 : 이메일(statjournal@korea.kr)을 통해 연중 상시 제출
작성요령 : 통계개발원 홈페이지(sri.kostat.go.kr) 참조
문 의 처 :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042-366-7102, 7103)
※ 논문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3
3월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봄호(4월), 9월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가을호(10월)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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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개발원은 2011년부터 매년 세계통계의 날
(10.20)을 전후로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제 4회를 맞이하는 국가통계
방법론 심포지엄은 국내 통계전문가들의 경험 및
지식 공유와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통계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통계학회의 공식적인 후원도
더해져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지난 3년간 심포지엄의 주제는 1회「국가통계의
자료처리기법」
, 2회「조사기획 및 설계의 중요성」
,
3회「자료수집과 통계품질」
이었으며, 이번 제4회
에서는「통계자료 제공 및 활용」
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 결과 발표와 국가통계 전문가 및 관련자들의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개최일은 10월 16일(목)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 정부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지향하고
있어,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인「통계자료의 제공
및 활용」
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조
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심포지엄에서는 통계
자료 제공과 관련된 논의, 제공된 자료들을 활용
하는 연구 사례들, 또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활용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마이크로데이터 비밀보호의
문제들을 각 세션의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자료제공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효율
성을 증진하기 위한 자료보급 시스템에 관한
연구와 현실적인 개선 방안들, 그리고 자료를
보급할 때 사용자의 친화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각종 시각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공된
자료들을 활용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출처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연계하여 새로운 통계를 생산
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 활용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비밀
보호에 관하여는 현재 비밀보호 기법들을 적용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
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비밀보호에
관하여는 최신 비밀보호 기법과 해외 선진 사례를
소개하는 튜토리얼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의 각
주제들에 대하여 포스터 세션을 운영하여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폭넓은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자 한다.
통계개발원은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의 초석을
다지는데 초점을 두고 금년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료 제공과 활용의 효율성
추구 및 개인의 비밀보호에 필요한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국가통계
발전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1
2
3
통계개발원 조사연구실 심포지엄 업무 담당자
전화 : 042) 366-7207, 7209

국가통계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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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학 간 학문적 교류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실증적 연구 기회를 부여하여 통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용한 연구논문을 발굴·장려코자 함

2
2014년 1월 현재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2014년도 석·박사 취득(예정)자도 응모자격 부여
- 참가형태는 단독연구 및 공동연구(최대 3인까지 가능)
※ 공동연구의 경우, 모든 연구자가 위의 참가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3
통계자료를 실증적으로 활용한 통계학의 이론이나 응용에 관한 연구
사회, 경제 분야의 조사·분석기법 등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용성을
지닌 논문

4
최우수 논문(1편) : 통계청장 표창, 장학금 300만원
우 수 논문(2편) : 통계청장 표창, 장학금 각 200만원
장 려 논문(3편) : 통계청장 표창, 장학금 각 50만원

5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적절성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연구결과의 활용성 및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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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모신청서 접수 : 2014. 2.17. ~ 2014. 4.30.
논 문 접 수 : 2014. 5. 1. ~ 2014. 7.18.
논 문 심 사 : 2014. 7.21. ~ 2014. 8.22.
결과발표 및 시상 : 2014. 9. 1.(통계의날 시상식에 포함 예정)

7
접수마감일 : 2014. 4. 30.(수)
접 수 방 법 : 이메일 제출 srikostat@korea.kr
※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려는 연구의 경우 응모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통계자료 제공

8
접수마감일 : 2014. 7.18.(금)
접 수 방 법 : 응모신청서 접수방법과 동일
- 논문은 통계청「논문작성 세부작성요령」
에 따라 A4용지 20쪽 내외 (통계표 등 부록
제외)로 제출
- 논문 제출 시 지도교수 추천서 첨부

9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당청에 귀속됨
응모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양식과 논문작성 세부요령은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또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에서 출력
기 수상작은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에서 열람 가능 또는 각 대학
도서관에 우수논문집 비치
문의
- 통계개발원 http://sri.kostat.go.kr
- 이메일 : srikostat@korea.kr, 전화 : 042-36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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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보고서 명
2006 IPCC 가이드라인 이행방안 연구(IPPU 중 광물산업)

Ⅰ권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생활시간조사방법론 개선제안 심층검토 및 실무적용방안 연구
경제총조사 본지사 사업실적 특성분석 및 결측항목
지수변동의 표준오차 추정방법에 관한 연구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위한 매스킹 방안

Ⅱ권
다양한 출생통계 작성을 위한 출생증명서 활용방안
인구센서스 생애주기 분석(Ⅰ)
사적연금 적립금 추이전망
혼합조사 추정방법 실무적용방안 검토
농가경제조사 표본개편에 따른 복합 이중추출 추정량 개발
Ⅲ권
농업통계의 이중추출 추정방법 연구
농가경제조사 복합 이중추출에서의 분산 추정방법 비교
국민 삶의 질 측정 2013
Ⅳ권

국내 나눔실태 2011-2012
시선추적실험을 통한 인구주택총조사 자기기입식 종이조사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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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미션
비전

조직 및 기능

원 장
연구기획실

조사연구실

•통계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통계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방법론
연구

동향분석실

행정팀
•인사, 조직,
예산관리
•연구행정지원

•경제·환경 통계
개선·개발 및 분석

•품질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사회·인구 통계
개선·개발
•사회 및 인구동향
분석 연구

연구 분야
1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통계개발 선행연구
• 산업·기업구조의 변동을 파악하는 통계의 개발
• 경제동향지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통계개발 연구
2 통계품질 제고에 필요한 연구
• 표본조사의 정확도 향상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
• 무응답 항목에 대한 대체기법(Imputation) 개발
3 선진통계기법에 대한 연구
• 통계자료 비밀보호, 소지역추정 관련 선진기법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
4 효율적 자료 수집방법에 대한 연구
• 행정자료를 활용한 가계자산 추정방법, 조사별 자료수집 방안을 제시
• 정보통신기술을 통계조사에 접목하는 CASI, CATI 방식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
5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통계 개선·개발
• 삶의 질, 녹색성장 등 정책을 지원하는 통계 개발
• 사회복지 정책수요가 높은 통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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