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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국민 삶의 질
측정성과와 향후과제
워크숍 개최

통계개발원에서는『국민 삶의 질 측정성과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2015년 11월 24일(화)
대전 통계센터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00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삶의 질과 주

동, 농민 등 인구집단 및 지역별 삶의 질 측정결

관적 웰빙을 측정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

과 및 해결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였고, 세션2

며, 국내에서도 각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에서는「주관적 웰빙 측정 및 향후계획」이라는

중이다. 삶의 질 통계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해

주제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행복, 즉 주

현재까지 각 분야에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전

관적 웰빙의 대한 수준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삶의 질과 주관적 웰빙

결과가 공개·논의가 이루어졌다.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측정결과에 대한 정
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자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

주요 토론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조강연에서는 삶의 질은 전세계적
으로 보편화된 관심사 및 정책적 의제로서 측정
방법 및 국가 정책목표로 삼고자 할 때의 주요
쟁점들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
평등을 줄이고,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긍정
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1세션을 보면, ①‘국민 삶의 질 지
표’에서는 측정을 추진영역, 측정결과로 제시

2015년 처음으로 개최한 동 워크숍은 국내 전
문가인 한준 연세대학교 교수의「삶의 질 측정
의 의의와 정책적 활용」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
개 세션에 걸쳐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세션1에서는「삶의 질 측정성과와 향후과제」
라는 주제로 국내에서 작성되고 있는 노인, 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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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추세와
장단점을 제시하여 측정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
용하기 위한 방법까지 제시하였다. ②‘농어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
태에 대한 진단하기 위하여 객관적, 주관적 측
정 체계 구축현황과 함께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③‘노인의 삶의 질 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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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특성변화에 따

기조강연 및 2개 세션을 통해 워크숍에 참석

른 국내외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지표체계를 제시

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우리나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통계생산 및 향상 방안

라 각 분야의 삶의 질 지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시하였다. ④‘지역 삶의 질 지표’에서는 지자

동 워크숍과 같은 형태의 전문가 회의 등이 지속

체 및 지역 행복생활권을 대상으로 주민 행복 관

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모두

련 지표 구축 현황 및 측정 결과를 발표와 더불

공감을 표명하였다.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직면

어 지역별 GAP 분석 및 장·단점 등을 찾아 향

할 수 있는 다양한 한계점들을 사전에 관련 부처

후 지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및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대응이 무엇보

마지막으로 2세션을 보면, ①‘주관적 웰빙의
분포와 인과 요인’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의‘사
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한 주관적 웰빙의 분포
와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
로 취약 집단인 노인층, 무직자, 저소득층을 위
해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다각적인 방향
성을 제시하여 보다나은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각 분야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②‘비교성향과 행복’에서는 행동경제학의 실험

한편, 통계개발원에서는 동 워크숍을 통해 발

적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표한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인간관계, 건강, 공동체

증가함에 따라,‘14년부터‘국민 삶의 질 측정

등 균형 잡힌 삶이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③‘아

지표’를 온라인으로 서비스 하고 있다.

동의 주관적 웰빙’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
적 웰빙 수준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으로 우

< 국민 삶의 질 지표(http://qol.kostat.go.kr) >

리나라 아동의 주관적 웰빙 지수의 수준을 비교
언급하였으며, 지속적인 아동의 주관적 웰빙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④‘청
소년의 주관적 웰빙’에서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학교 급별 차이와 지역 간 차
이를 연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발표하였으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활용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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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명
기조
강연

●●

발표주제

발표자

삶의 질 측정의 의의와 정책적 활용

한준
(연세대학교)

토론자
김주현(충남대학교)
서중해(한국개발연구원)

세션별
○

○

4

삶의 질 측정 성과와 향후과제(세션 1)
●●

국민 삶의 질 지표

이희길(통계개발원)

●●

농어민 삶의 질 지표

심재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좌장 |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인의 삶의 질 지표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성효(공주대학교)

●●

지역 삶의 질 지표

손민수(서울대학교)

오성익(지역발전위원회)

주관적 웰빙 측정 및 향후과제(세션 2)
●●

주관적 웰빙의 분포와 인과 요인

심수진(통계개발원)

●●

비교성향과 행복

김희삼(한국개발연구원)

좌장 | 서은국
(연세대학교)

●●

아동의 주관적 웰빙

김미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슬기(한국개발연구원)

●●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설예승(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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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제5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 결과

통계개발원은 2015년 10월 15일(목)에 대전
통계센터에서『제5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
엄』을 개최하였다.

2015년 심포지엄은‘국가통계 조사기획의 새

해 통계생산자와 연구자들이 선진통계방법론에

로운 도전’을 주제로 조사설계, 표본설계, 국가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협력관계를

통계사례에 관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

형성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하며, 더불어

행되었다.

국가통계 연구기반 강화 및 이해도 증진에 기여

정부, 학계 및 민간연구기관의 전문가 등 300
여명의 통계인들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

하고 미래의 국가통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
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으며, 포스터세션을 통해 대학원생 등 신진연구

앞으로도 국가통계 연구·개발 역량 및 기반

자들과 통계개발원 연구자들의 참신한 연구결과

을 강화시키는 중심 매개체로서 매년‘세계통계

들이 소개되었다.

의 날(10월 20일)’에 즈음하여 동 심포지엄을

통개개발원은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을 통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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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의제 및 세션구성
세션명

발표주제
●●

튜토리얼

표본설계

조사설계

●●
●●

●●
●●

토론자

 계 목적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
통
(The Use of Administrative Data for
Statistical Purposes)

이현식(WESTAT)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설계
순환조사의 표본설계와 가중치 산출방식

이상기(통계청)
변종석(한신대)

박진우(수원대)
박인호(부경대)

국가통계의 작성기획 및 승인관리
불완전한 모집단에서의 조사기획

김두만(통계청)
이계오(한국갤럽)

이기재(방송통신대)
김규영(한국통계정보원)

임영일(통계청)
정용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동수(통계개발원)

이석훈(충남대)
한상태(호서대)
김종호(환경정책평가연구원)

 015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2
작성방식 도입
●● 빅데이터 혁명과 국가통계 활용 전략
●● 대기배출계정 작성방안 연구
●●

국가통계
사
례

발표자

-

※ 포스터세션을 통해 관련기관 신진연구원, 대학원생 등 차세대 연구자 초정 및 통계개발원 연구과제 소개

ԡԡ 시사점

ԡԡ 향후계획

조사기획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2016년 제6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은 10

통계청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교통안전공단,

월 20일(목)에 개최될 예정이며, 주제는‘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등 통계작성기

수집’이다. 올해에도 통계개발원은 보다 활발한

관 및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60여개의 다양한 국

참여와 내실을 도모하고자 한국통계학회의 후원

가통계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국가통계에 대한

을 비롯하여 3월에 세션구성 및 발표자를 확정

정보를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고 4월부터 발표내용 점검 등 철저한 준비로

향후에도 통계작성기관과 국가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통계 작성기법에 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방법론(methodology)에 관한 논의를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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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의 질적 향상과 위상강화를 위한 노력
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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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인터뷰

지속가능발전목표 모니터링을 위한
글로벌 지표 마련
박경애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국제적인 통계논의를 주도하는 제47차 유엔통계위원회가 지난 3월초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안된 글로벌 지표를 230개
로 합의하였다. SDGs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의 중요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작년 9월말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이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으며, 이번 통계위원회
에서 일부 지표의 기술적 개선을 전제로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제 경제사회이사회를 거쳐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의 채택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는 제46차 유엔통계위원회(’15.3.)에서 창설된 지표 전문가 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IAEG-SDGs) 주도로 작성되었다. 이 그룹은 각
국 통계기관 대표를 회원으로 하며, 포괄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토론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지난 1년간 두 차례
의 실무회의와 상시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열어 국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통합하였다. 향후 15년간 국제사회의 발전 패러다임으로 채택된 SDGs에 대한 증거기반 이행 평가의 발판은 이처
럼 통계전문가 그룹 내 철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과학적 데이터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서 제안된 지표 프레임워크는 그에 대한 방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분화된 데이터의 제공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고자 하는(leaving no one behind) 야심찬 열망을 실천하고자 수립된 통계전략
이다.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신분, 장애, 지리적 위치 등으로 지표를 세분화함으로써 빈곤층, 여성, 아동
및 노인, 난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고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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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엔통계위원회의 글로벌 지표에 대한 합의는 SDGs 이행단계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를 기점
으로 전 세계 각국 정부가 주도적, 그리고 자발적으로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목표별 이행
측정 지표를 작성·평가하는 등 체계적인 이행을 할 것이 예견된다. 이미 독일, 영국, 스위스, 핀란드 등 유럽 국가
들은 관련 정책 및 법령을 정비하고, 이행 점검 체계 등에 관한 정부 차원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높다. 기초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국제적인 방법론
이 존재하지 않아 지금 당장은 측정이 어려운 지표도 있다. 또한, 데이터 세분화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표 측정을 위한 메타데이터 등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유엔통계위원회는 이번 세션에서 일부 국가에
의해 제기된 지표의 개선과 함께 지표 프레임워크의 품질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검토 계획을 제48차 유엔통계위원
회(’17.3.)에 제출해 줄 것을 IAEG-SDGs에 요청하였다. 현재의 측정가능성 보다는 SDGs의 담대한 포부를 대변하는
지표의 개발에 방점을 두었으므로, IAEG-SDGs는 지속적으로 방법론과 자료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4월 1일까지 열리는 제3차 IAEG-SDGs 회의에서는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를 티어(Tier) 체계로 구축할 예정
에 있다. 티어1은 방법론이 구축되어 있고 데이터도 이용가능한 지표군, 티어2는 방법론은 구축되어 있으나 데이
터 이용에 한계가 있는 지표군, 티어3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지표군이다. 향후, 티어3
지표군의 방법론 구축과 티어2 지표군의 자료 출처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개발·수정되
는 지표에 대해서는 유엔통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조사자료의 연계를 통한 2차 자료의 생산, 행정자료나 빅데이터, 지구 관측 자료 및 공간 정보
등 새로운 정보 창출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데이터 혁명(data revolution)으로 불리는데, 통계
기관에는 큰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전통적인 조사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출처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의적절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국가통계시스템 및 국가통계 역량강화가 뒷받침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작성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
다. 글로벌 지표에 대한 국내 작성 가능성을 잠정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37%는 신규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통계에서 제공 가능한 42%에 대해서도 세분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보면, 지표 도
입 및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 부처에서 지표검토와 통계현황 파악·조사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계승인 및 품질
관리, 국제기구로의 보고 등의 역할수행을 위한 통계청의 조정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통계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유엔의 SDGs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도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통계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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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글로벌 지표 수

17개 목표

세부목표 수 지표 수

목표1

목표2

세부목표 수 지표 수

목표10

빈곤종식

7

12

기아 해소와
지속가능 농업

8

14

목표11

목표3

목표12

건강 및 웰빙

13

26

양질의 교육

10

11

양성평등

9

14

물과 위생

8

11

목표4

불평등 완화

10

11

지속가능한
도시

10

15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11

13

기후변화 대응

5

7

해양 생태계

10

10

육상 생태계

12

14

평화와 정의,
제도

12

23

파트너 십

19

25

목표13

목표5

목표14

목표6

목표15

목표7

목표8

17개 목표

목표16

에너지

5

6

양질의일자리와
경제성장

12

17

목표17

* 지표 수의 합계는 241개이나 중복 지표를 제외하면 230개임

목표9

혁신과 인프라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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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research report

 주요 연구 리포트

제13차
일본표준산업분류
개정방향 연구

이정희 | 조사연구실

일본표준산업분류(JSIC : Japan Standard

표준산업분류 개정의 특징은 대분류, 중분류 수

Industrial Classification)는 1948년 제정된 이

준의 변경은 없고 일부 소분류 및 세분류만을 변

래 13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번 제 13차 일본

경하는 소폭의 개정이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류 신설(소분류1, 세분류5)
-『819
유아보육 및 교육 연계형 인정어린이집』신설
-『8191
유아보육 및 교육 연계형 인정어린이집』신설
-『3923
시장조사, 여론조사, 사회조사업』신설
-『7893
휴식서비스업(릴렉제이션업, 손기술 이용하는 것)』신설
-『7894
네일서비스업』신설
-『9294
콜센터업』신설
▶ 분류항목 이동(세분류의 소분류간 이동1)
-『1228
-
마루판제조업』이 소분류‘121 제재업, 목제품 제조업’에서‘122 목공재료, 합판, 건축용
조립재료 제조업’으로 항목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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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항목명 변경(소분류2, 세분류5)
-- 구분류‘243 난방장치,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에서『243 난방, 조리 등 장치,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 항목명 변경
-- 구분류‘652 상품선물거래업, 상품투자업’에서『652 상품선물거래업, 상품투자 자문업』으로
분류 항목명 변경
-- 구분류‘6521 국내시장상품선물거래업’에서『6521 상품선물거래업』으로 분류 항목명 변경
-- 구분류‘6522 상품투자업’에서『6522 상품투자 자문업』으로 분류 항목명 변경
-- 구분류‘6529 기타 상품선물거래업, 상품투자업’에서『6529 기타 상품선물거래업, 상품투자
자문업』으로 분류 항목명 변경
-- 구분류‘7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음식점’에서『7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음식점』으로
분류 항목명 변경
-- 구분류‘7993 사진 현상, 인화업’에서『7993 사진프린트, 현상, 인화업』으로 분류 항목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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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표준산업분류(JSIC : Japan Standard

표준산업분류 개정의 특징은 대분류, 중분류 수

Industrial Classification)는 1948년 제정된 이

준의 변경은 없고 일부 소분류 및 세분류만을 변

래 13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번 제 13차 일본

경하는 소폭의 개정이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A 농업 및 임업

2

11

33

B 어업

2

6

21

C 광업

1

7

32

D 건설업

3

23

55

E 제조업

24

177

595

F 전기, 가스, 열 및 수도업

4

10

17

G 정보통신업

5

20

45

H 운수 및 우편서비스업
I 도·소매업

8

33

62

12

61

202

J 금융 및 보험업

6

24

72

K 부동산 및 상품대여·임대업

3

15

28

L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

23

42

M 숙박 및 음식점업

3

17

29

N 생활관련, 개인 및 여가서비스업

3

23

69

O 교육 및 학습지원업

2

16

35

P 의료,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

3

18

41

Q 복합서비스업

2

6

10

R 기타 서비스업

9

34

66

S 공무

2

5

5

T 분류불능의 산업

1

1

1

99

530

1,46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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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면 JSIC의 세분류 갯수는 1,460개
로 KSIC 1,145개에 비해 많이 세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JSIC은 KSIC에 비해 제조업
부문에서 134개,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부
문에서는 181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중이며, 이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

의 상세한 서비스업 분류를 참조하면 좋을 듯하다
다음으로 JSIC과 KSIC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
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는
경우』다음 4가지 조건주*이 모두 충족된다면
KSIC의 제조업 분류와 달리, JSIC에서는 도매
업, 소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한 분류 세분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주*) 1)
2)
3)
4)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또한 JSIC에는 KSIC에 없는‘Q 복합서비스

반해 JSIC에서는 중분류마다‘주로 관리업무를

업’이라는 새로는 대분류가 있는데, 이는 우체

수행하는 본사’와‘기타 관리, 보조적인 경제활

국이나 협동조합이 신용사업, 보험사업 또는 공

동을 수행하는 사업체’를 세분류 수준으로 각각

제사업 등 복수의 대분류에 걸친 각종 서비스를

분류하고 있었다

제공하는 경우에 복합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본표준산업분류의 개정사항 및

또 다른 한편으로는 KSIC에서는 본사 또는 관

KSIC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내용

리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전문, 과학 및 기술

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

서비스업내에‘7151 회사본부’로 분류하는데

정 작업시 참고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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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리포트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

연구배경

오정화, 박영실 | 연구기획실

전목표를 위한 전문가 그룹(IAEG-SDGs, 제46
차 통계위원회에 의해 설립)을 중심으로 논의 중

국제사회는 향후 15년간 새천년개발목표
(MDGs)를 대체할 새로운 발전목표 설정을 위

이며, 선정된 글로벌 최종지표가 제47차 통계위
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 9월

유엔은 이행점검을 위해 통계 및 통계청의 역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표 선정 작업에 각국

Development Summit)에서 새로운 개발목

통계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

통계개발원에서는 글로벌 지표선정 작업에 적극

의제(이하 ‘2030 의제, Transforming our

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국가통계청의 대응방안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을 모색하기 위해‘2030 지속가능발전의제’관

Development)」를 채택하였다.

련 연구를 시작하였다.

‘2030 의제’는 2016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
되며, 향후 15년간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의사결
정의 지침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별 현실, 역

“2030 의제”의의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량, 발전수준을 고려하고, 국가별 정책과 우선순
위를 존중하면서 의제 실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2030 의제’논의과정은 두 개의 축으로 시

하며, 향후 15년간‘2030 의제’이행의 체계적

작되었다. 하나의 축은 2010년 UN사무총장이

인 후속조치 및 검토에 참여할 것을 국제사회는

MDGs를 대체할 Post-2015 의제 구상을 촉구

결과문서를 통해 약속하였다.

하며 시작되었으며, 또 다른 축은 2012년 6월

‘2030 의제’의 포부 및 규모를 담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회의(리우+20)에서 SDGs수립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합의하고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를 SDGs

Goals, 이하 SDGs)는 환경, 사회, 경제를 포

를 위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n

함하는 17개 목표(Goals) 169개 세부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argets)로 이루어져있으며, 세부목표 이행 측

OWG)을 통해 제시하였다.

정을 위한 글로벌 지표 선정 작업이 지속가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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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던 논의는 2014년 9월

회의에서 결과문서‘2030 의제’채택함으로써

UN총회에서 SDGs-OWG보고서를 채택함으로

그 논의가 완성되어 향후 15년간 시행을 앞두고

서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2015년 유엔개발정상

있다.

< 2030 의제 진행과정 >
구분

Post2015

2010

2012

2013

Post-2015

UN System

유엔사무총장

개발의제

Task Team

보고서

구상촉구

결성(1월)

(9월)

(65차 유엔

새로운 의제

Post-2015

총회) (9월)

방향 설정

구상발표

SDGs

2014

제70차

UN사무총장

지속가능발전

OWG보고서

회의리우+20) 공개작업반

17개 목표

(6월)

OWG구성

169세부목표

SDGs

(1월)

초안제시

수립합의

2015

▶

UN총회

보고서 발간

제 8차

OWG보고서

(SDGs필수

정부간 협상

채택(9월)

6대 요소

(1~8월)

제안, (12월)

유엔개발정상
회의 (9월)
2030 의제
결과문서
채택

(7월)

2014년 12월 SDGs 공개작업반의 결과물이

수요소로 존엄성(Dignity), 번영(Prosperity),

국가차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유엔사무총장보

인류(People), 정의(Justice), 파트너 십

고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6대 필

(Partnership)을 제안하였다.

< UN 사무총장보고서 6개 요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
6개 요소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존엄(Dignity)

빈곤퇴치(1), 기아/농업(2), 양성평등(5), 물 및 위생(6),
경제성장/양질의 일자리(8), 불평등 감소(10), 지속가능 도시(11)

정의(Justice)

양성평등(5), 평화 제도(16)

파트너 십(Partnership)

불평등 감소(10), 글로벌 파트너 십(17)

인류(People)

보건, 웰빙(3), 교육(4), 양성평등(5), 물 및 위생(6), 불평등 감소(10)
글로벌 파트너 십(17)

지구(Planet)

지속가능 에너지(7), 지속가능산업/혁신(9), 지속가능소비/생산(12)
기후변화대응(13), 해양생태계(14), 육상생태계(15)

번영(Prosperity)

양성평등(5), 경제성장/양질의 일자리(8), 지속가능산업/혁신(9), 불평등 감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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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15년간 국제개발

반면 SDGs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

협력의 지침이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함하는 보편성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 경제, 환

비교하여 본다면, MDGs는 사회개발 및 빈곤퇴

경을 포괄하는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

치에 중심을 두고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 60개

성되어 있으며, 통계의 부족으로 MDGs 이행에

지표로 구성되었다. UN 및 OECD일부 전문가들

있어 한계를 경험한 국제사회는 그 목표가 훨씬

을 중심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준비가 되었으며,

광대해진 SDGs 이행을 위해서 통계가 필수임을

개도국에 중심을 두고 수립, 환경적 이슈를 적절

강조하고 있다.

히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비교>
SDGS [17, 169, 241(?)]

MDGs (8, 21, 60)

1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7)

2

기아종식, 식량 안보의 확보,
영양 상태 개선 및 지속 가는 논업 강화 (8)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웰빙 증진 (13)

4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기회 증진 (10)

5

양성 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야의 역량 강화 (9)

6

모든 사람의 식수와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능력 확보 (8)

7

저렴하고, 믿을 수 있으며식
지속 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5)

8

모두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촉진(12)

1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3)

2

보편적 초등 교육 실현 (1)

3

양성 평등 촉진 및 여성능력 고양 (1)

4

유사망률 감소 (1)

9

회복력 높은 사회기반시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육성 (8)

5

산모 건강 증진 (2)

10

국내적 및 국가 간 불평등 경감 (10)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3)

11

7

환경 관련 지속가능성 보장 (4)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0)

12

지속 가능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1)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 십 구축 (6)

13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 (5)

14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사용 (10)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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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생태계에 대한 보호,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사용,
산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단 및 복원,
지속적인 생물 다양성 손실 중단 (12)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추진,
사법 접근성 화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2)
이행 수단 강화 및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 십 활성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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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모니터링 프레임웍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등을 통해 SDGs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행과정에서

향후 지표선정이 완료되면, 각 국은 이행지원
을 위한 총괄체제 구성 등을 통해 국내이행전략

통계청은 지표작성 지원 및 지표에 대한 개선에
대한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을 수립할 것이며, 유엔은‘SDGs이행보고서’와

< SDGs 이행단계별 국가(통계청)/지역/글로벌 차원의 주요역할 >
단
계

글로벌
(Global)

지역
(Regional)

국가
(National)

주
체

유엔총회 및
ECOSOC 산하 HLPF

지역 포럼

국가

준
비

이
행

모
니
터
링

SDGs 수립
●● 글로벌지표 선정
●●

●●

 가 및 지역 차원
국
이행 지원

SDGs이행보고서
●●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세부목표논의(지역)
●● 지역지표 선정
●●

●●

상호학습 및
모범사례 공유

국가이행계획
이행수단 검토
●● 국가지표 선정  
●●

●●

 가 검토 유도 및
국
글로벌 검토 기여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

●●

●●
●●

●●

●●

통계청

●●

세부목표이행
지표작성, 개선 및 개발

국가보고서 작성
 방, 국가, 지역,
지
글로벌차원의 정기적인
리뷰에 적극 참여

●●

●●
●●

●●
●●

이행전략 수립
SDGs 지표개발 및 개선

세부목표 이행
지표작성지원 개선개발

글로벌지표 모니터링
지표평가 보고서

으로 글로벌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가 논의되었
으며, 각 국 통계청에 지표의 타당성, 작성가능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은 국가, 지역, 글로벌,

성 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주제별로 진행이 된다. 현재까지 지속가능발전

지표선정을 위한 유엔 통계처(IAEG-SDG포함)

목표를 위한 전문가그룹(IAEG-SDGs)을 중심

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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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선정 논의과정 >
일시

’
14. 10.

’
15. 3.

’
15. 6.

’
15. 9.

’
15. 10.

’
15. 11.

’
16. 2.

지표수

325개

304개

172개

204개

204개 및
대안지표

224개

241개
(중복지표 존재)

쟁점

작성가능성
여부 조사

작성가능성
적합성
관련성
추가세분화

제1차
IAEG-SDGs
회의

온라인 협력
플랫폼

제2차 IAEGSDGs회의

녹색지표와
회색지표로
구분

47차
통계위원회
상정

지표선정논의과정에서 글로벌 204개 지표

에 있어 제시된 글로벌 잠정지표에 대한 정보가

(’
15.9.)에 대한 국내작성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는,

한정적이고, 지표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 향후 최

세분화를 고려하지 않고 지표작성이 용이한 지

종지표가 선정되었을 경우 재평가가 요구된다.

표의 비율은 약 50%이다. 다만 작성가능성평가

< 글로벌 잠정지표(204개, ’
15.9.)에 대한 국내 작성 가능성 평가: 세분화 미고려 >
지표작성 용이1)

추가 연구/조사 필요2)

50.0%

39.7%

지표작성과 관련 없음3)
10.3%

합계
100.0 %

1) 관련지표존재 또는 존재하는 자료를 가공하여 자료작성이 가능한 지표
2) 방법론에 대한 추가검토, 추가 조사 필요
3) 우리나라와 관련없거나(1일 생계비 1.25달러 미만 인구 비율), 비준 및 이행한 국가의 수

글로벌차원에서 합의된 지표 중에도 작성이

석해 보면 빈곤근절(목표1), 보건(목표3)분야는

어려운 지표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으며, 향후

80%이상 관련지표가 존재하지만, 지속가능소비

IAEG-SDGs도 지표를 3단계로 평가하여 작성

생산(목표12), 육상생태계(목표15)등은 관련지

전략을 구축할 예정이다.

표가 2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지표 작성전략
목표별로 관련지표현황(204개,‘15.9.)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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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글로벌지표 구축전략>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메타데이터
작성

IAEG-SDGs에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작성

지표 평가

기존지표나 기존통계
이용 작성가능

새로운 통계필요

작성불가

통계표 작성

새로운 지표 작성방안  
구축

작성불가 사유 정리

지표별 업무카드
(정의, 출처 등)

●●

작성사항

●●

지표개선방안 도출

4단계

신규지표 제안

지표 세분화 연구(현황파악, 세분화방안 제시, 향후 전략)
IT를  이용한 모니터링의 신속화 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지표작성을 위해

표세분화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IAEG-SDGs에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를 근거

전문가 그룹(IAEG-SDGs)은 2016년 지표세분

로 기존지표가 통계를 이용하여 단순 취합 등에

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에

위해 만들 수 있는 지표(1단계), 새로운 조사 등

따라 통계청에서도 세분화에 관한 한국측 의견을

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지표(2단계),

제시하고, 제시되는 지표세분화방안의 국내적용

우리나라에 해당되지 않거나, 개인보호 등 관련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 규정 등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지표(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 해당되는 지표는 지표작성을
시작하고, 2단계 지표는 신속한 지표작성 전략
을 구축하며, 3단계 지표는 작성이 어려운 사유
를 정리하고, 새로운 지표를 모색해보는 전략을
제안한다.
결론: SDGs이행을 위한 국가통계대응전략
2016년 3월 유엔통계위원회에서 합의되는 글
로벌 잠정지표를 토대로 국내 작성가능성을 평
가하고, 향후 개선 개발하여야 하는 지표에 대한
작성전략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2030 의제’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포용성”을 그 핵심가치

본 연구를 통해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가 통
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지속가능발전의제가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의 모니터링을 위
한 지표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국가
통계가 나아갈 바를 모색해 보았다. 국제통계사
회는‘2030 의제’가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중요
한 기회로 보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급속히 움
직이고 있다. 이제 한국통계청도 이러한 국제통
계사회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
제조류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통계개발원에서는 향후 이를 위한 지속적
인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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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리포트

날씨에 따른 생활시간
평균 분석
강정희 | 동향분석실

1. 서론

시간에 대한 차이를 분석 하였다.

날씨는 사람들의 시간활용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개개인의 다양한 의

3. 분석 결과

식과 시간활용에 대하여 수집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1) 주요 생활시간 분석

왔지만 날씨와 연계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

2014년 생활시간조사 기간 중 날씨는 7월(23

서 본 연구는 2014 생활시간조사 자료와 기상청

일~26일), 9월(23~24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의 날씨정보를 연계하여 날씨에 따라 국민의 생

비가 많이 왔고, 12월에는 제주를 제외한 지역

활시간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에서 영하의 최저기온이 나타났다. 날씨 정보를
이용한 주요 활동2)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계절을
여름·가을·겨울로 구분하였고 강수는 강수여

2. 분석 방법

부로 최저기온은 영상·영하로 구분하였다.

생활시간조사 결과의 필수활동, 의무활동, 여

<그림3-1>은 계절별 생활시간 평균을 비교

가활동 자료 중에서 날씨와 상관이 높은 여가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필수활동은 겨울,

동(교제활동, 미디어이용활동, 문화·관광활동,

의무활동은 가을, 여가활동은 여름에 더 많이 하

스포츠·레포츠활동)에 대하여 지역별 날씨 정

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여가활동시간이 여

보(일강수, 최저기온)를 연계·분석하고, 1차

름에 많은 것은 여름에 비해 가을에는 미디어이

~3차 조사기간 을 계절로 간주하여 인구사회학

용 시간이 감소하였고 겨울에는 스포츠·레포츠

적 특성(성, 연령대) 및 요일(평일/주말)별 평균

시간이 감소하였기 때문이었다.

1) 조사기간(10일): 1차(7.18.~7.27.), 2차(9.19.~9.28.),

2) 필
 수활동(수면, 식사, 개인건강관리 등), 의무활동(일, 학습, 가정
관리, 가족돌보기, 이동), 여가활동(참여봉사, 교제 및 여가, 기타)

1)

3차(11.2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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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계절에 따른 주요생활시간(분)
800

<그림3-3> 기온(11~12월)에 따른 주요생활시간(분)
800.0

683

700

687

678

700.0

696.0

(-13.5)

422.7

(46.3)

682.5

600.0

600

500.0

500

440

460

453

400.0
305.1

300.0

400
297
300

283

283

(-34.4)
270.7

200.0
영상

필수

200
여름
필수

가을

469.0

영하

의무

여가

겨울

의무

여가

(2) 여가생활시간 심층 분석

또한 주요 활동에 대한 강수여부<그림3-2>

여가생활시간을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날씨

와 기온(영상/영하) <그림3-3>에 따른 분석 결

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남/여), 연령대(10대

과는 비가 오거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일과

~60대이상)과 요일(평일/주말)을 구분하여 분

학습시간이 길어져 의무활동시간이 증가한 반면

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필수활동시간과 여가활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3-2> 날씨에 따른 여가활동 평균시간(분)
교제

미디어
이용

문화
관광

스포츠
레포츠

여 름

45.2

153.2

4.8

34

가 을

44.5

145.1

5

33.8

겨 울

44.6

154.5

4.2

23.7

강수
여부

비안옴

45.5

151.6

5.3

33.1

비   옴

43.3

146.1

3.7

27.8

최저
기온

영 상

44.9

168.2

5.5

26.4

영 하

44.5

147

3.4

22.3

구분

<그림3-2> 강수여부에 따른 주요생활시간(분)
800
700

계절

(-9.0)

600
(+24.6)

500
400
300

685.0 676.0

(-15.6)
444.3 468.8

200

292.3 276.7

100
0

필수

의무
비 안옴

비옴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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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제활동

가장 적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보

교제활동 평균시간의 계절별 비교<표3-2>에
서는 여름이 약간 길었고 기온은 영상보다 영하

다는 주말에 주로 문화관광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때 약간 감소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
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가 오면 주
로 대면교제 및 문자메일 교제 시간이 감소하고
연령대는 60대이상의 교제시간이 약간 증가하
고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평일보다 주말에 교제활동 시간이 길게 나타
났다.

4) 스포츠·레포츠 활동
스포츠·레포츠 활동의 계절에 따른 평균시간
<표3-2>은 여름, 가을이 길었고 비가 오거나 기
온이 영하일 때 활동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여가활동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시
간을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남자가 구기운동, 낚시, 등산, 걷기 등의 활동을

2) 미디어이용활동
<표3-2>에서 전국민(10세이상)의 미디어이
용 여가시간(TV시청시간이 81.6%를 차지)은 가
을에는 감소하고 다른 계절에는 증가하는 것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가장 길었고 10대가 가장 짧은 시간 활
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보다는 주로 주
말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으며 비가 오거나 기온이 영하일 경우
미디어이용 활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평균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미디어이

4. 결론

용시간이 길고,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이 활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일보다는 주말에 활
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여가활동에 대한 날씨, 인구사
회학적 특성 및 요일별 평균시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문화·관광 활동
문화·관광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계절별 활동

1) 계절에 따른 여가활동

시간<표3-2>은 가을에 가장 많았고 비가 오거

여가활동 중 교제시간은 계절의 영항을 받지

나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다른 여가활동

않았고 미디어이용활동은 겨울에 더 많이 즐기

에 비해 활동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관광 활동은 가을,

냈다. 여자가 남자보다 문화·관광여가를 더 즐

스포츠·레포츠는 휴가 등이 들어있는 여름에

기며,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이 60대이상이

가장 길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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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 선호 여가활동

<표 4-1> 계절에 따른 여가활동시간(분)
요인
교제
미디어
이용
문화
관광
스포츠
레포츠

구분

M(평균)

여름
가을
겨울
여름
가을
겨울
여름
가을
겨울
여름
가을
겨울

45.2
44.5
44.6
153.2
145.1
154.5
4.8
5.0
4.2
34.0
33.8
23.7

유의확률
(0.05)
0.536

0.000

0.013

여성은 대체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덜 받으며
활동성이 작은 문화·관광 여가를 즐기는 반면
남성은 활동성이 큰 스포츠·레포츠활동에 우세
를 나타냈다.

4) 연령대별 선호 여가활동
여가활동의 순위를 비교해보면 교제활동이나
문화·관광 활동은 20대가 1위를 차지하며 미디
어이용 활동이나 스포츠·레포츠 활동은 60대

0.000

이상이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대는 비가 오거나 기온이 영하
로 떨어지면 스포츠·레포츠활동을 줄이고 교제

2) 강수여부·기온에 따른 여가활동

활동이나 미디어이용활동 등 저비용·비활동 여

비가오거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의무·필수

가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시간이 증가하는 관계로 여가활동시간이
감소하며 특히 미디어이용시간은 강수여부보다
기온이 영하일 때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요일별 선호 여가활동
모든 여가활동에서 주말에 활동하는 것이 우

<표4-2> 강수여부·기온에 따른 여가활동시간(분)
구분

교제

강수여부
평균
(비안옴)
45.5
(비  옴)
43.3

미디어
이용

151.6

문화
관광

5.3

스포츠
레포츠

33.1

146.1
3.7
27.8

는 주말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저기온
차이
2.3

5.5
1.5
5.3

평균
(영상)
44.9
(영하)
44.5
168.2
147.0
5.5
3.4
26.4
22.3

세를 보였고 스포츠·레포츠활동도 전체적으로

차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건강 및 체형을 관리
하는 개인운동은 주말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0.4

나 주말에는 가족이나 단체 활동을 위주로 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21.2

향후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행동
분류의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행위장소, 활용시

2.0

간대, 동반자 등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하
여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좀 더 다양하고 효율적

4.1

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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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OECD
환경정보작업반(WPEI)
회의 참석
황병호, 백동훈 | 연구기획실

2015년 11월 23일 ~ 28일 (4박 6일)간 프랑스 파리에서「제5차
OECD 환경정보작업반(WPEI*) 회의」에 참석하였다.
* WPEI : Working Party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이 회의에는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정선화 참사관과 환경부 김
신엽 서기관, 이준한 주무관, 통계청(통계개발원) 황병호 사무관, 백
동훈 주무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종환 실장, 권 빛나리 연구원이
함께 하였다.
본 회의는 OECD 환경국의 환경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로 한국
이외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등 OECD 회원국과 브라질, 콜롬비아 등 비회원국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주로 최근 환경정보 관련 회원국 정보공유, 녹색성장 및 환
경지표추가 개발 내용검토, 지속가능발전과의 조화 방법론을 중심
으로 진행 되었다.
우리는 주로 OECD 환경국의 최신 작업동향 및 관련 자료와 나라별
주제 발표 청취 및 논의과정을 지켜보았다.
한국의 입장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동참)에서 발표를 하고,
우리는‘녹색성장’(GREEN GROWTH)과‘환경경제계정’(SEEA)
업무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 및 트랜드를 살펴보고 또한 관련 내용
파악 및 정보습득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다.
본 회의가 끝난후 다음날(11.26) OECD 별도 사무실에서 우리측 직
원(환경부 직원과 우리청 직원 등)과 OECD측(환경성과정보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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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팀장, 환경경제통합과 팀장 등)직원 9명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
인사를 나눈 뒤 서로 밀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주로 환경통계DB, 경제적 정책수단 DB, EPR(환경성과평가) 심층
주제 및 일반주제 관련 폐기물 등 상세통계현황 요구 및 갱신일정
파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즉 OECD측에서는 한국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한국은 그에 대한 답
변 및 반박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리청 관련 내용은 환경경제계
정(SEEA)관련하여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은 초기 단계
임을 이야기 하였다.
귀국 후에 회의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결과보고 내용을 관련
사이트*에 등재하였으며 주된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국제업무포털시스템(통계청),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행정자치부)

녹색성장지표 산정방법 논의,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이행에 관
한 회원국 의견 수렴, 향후 환경 통계 수집과 처리,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지리공간정보를 환경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였다.
OECD 환경통계 관계자 실무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통계 상황
공유, 향후 통계 제출방법과 기준 등을 협의하였다.
회의 후 느낀 점은 업무초기에 다녀온 출장이라 업무 전반적으로 국
제적인 동향과 거시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가 향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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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계정(SEEA1))
관련 런던그룹
회의참석
이동수 | 연구기획실 / 정규승 | 동향분석실

2015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네덜란드(헤이그)에서 환경경제계
정 관련 제21차 런던그룹 회의(London Group on Environmental
Accounting 21st Meeting)가 진행되었다.
환경계정 관련 런던그룹2)(London Group on Environmental
Accounting)은 국민계정(System of National Accounts)과 연관
성이 깊은 환경계정 개발을 이행한 국가들의 경험을 다른 국가의 실
무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1993년에 만들어진 전문가 그룹으로,
1994년 3월에 영국 런던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고, 명칭은 첫 번
째 회의가 열린 도시명에서 파생되었다.
런던그룹은 주로 국가 통계 기관 출신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비공
식 그룹이지만, 국제기구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고, 대표자의 참여
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런던그룹은 일반적으로 매년 지역별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각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환경계정 연구자들
이 진행 중인 환경계정 연구내용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환경계정에 관한 런던그룹은 그동안 환경경제계정의 방법론을
발전시키고, 그 분야에서 국내외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장
을 제공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런던그룹의 가장 주
목할 만한 성과는 유엔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제43차 세션에서 환경경제계정을 위한 국제 통계 표
준으로 채택된 SEEA 중심체계에 대한 기여 및 유엔통계위원회 제
38차 세션에서 국제 통계 임시 표준으로 채택된 SEEA-Water에 대
한 기여 등이 있다.

1) SEEA(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s)
2) 현재 의장 : Joe St. Lawrence, 캐나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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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런던그룹(London Group)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환경경제계정(SEEA) 이행”분야에서는 국민계정(SNA)
과 환경경제계정(SEEA)의 자료수집 과정에서의 통합 및 협조와 관
련된 계획, 2030 지속가능발전3) 의제내용에서 환경관련 지표개발
과정 설명, SEEA 이행 관련 실습과정에서 런던그룹의 역할, SEEA
훈련 지침서(각 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서) 작성 등
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UNSD 조사에 의하면
84개 응답국가 중에서 54개 국가가 SEEA 개발 중이거나 개발할 계
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까지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SEEA-CF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SEEA
경험적 생태계계정4)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그
리고 UNCEEA5)는 SEEA 세부계정의 타당한 항목에 SDG 지표의
배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약 35개의 SDG 지표들을 활용하는
개괄적인 분석자료를 IAEG6)에 제출하였다.
“SEEA 세부계정 개발”분야에서는 각 국가들은 각 세부계정 이
행 영역에서 최근의 경험을 공유, 특히 SEEA-Central Framework
의 에너지 및 물질배출 계정(SEEA Energy and Emissions
Accounts), SEEA 물계정(SEEA Water Accounts), SEEACF 활동계정(SEEA Activity Accounts), SEEA-CF 농업계정
(SEEA Agriculture Accounts), SEEA-CF 자산계정(SEEA Asset
Accounts) 등의 자료작성에서 우수 사례를 강조하고, 또한 자료집

3)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지속가능발전 목표)
4)「SEEA

2012의 경험적 생태계계정」은 생물리학적 데이터를 구성하여 생태계 서비스를 측정하고 생태계 자산의 변화를 추적하며, 경제 및 기타
인간활동의 정보를 연결하여 통합된 통계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비록 국제통계 표준의 자격은 아니지만, SEEA 2012 중심체계에서 설명하는
계정 접근방법과 상호보완적임
5) UNCEEA(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f Experts on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유엔 환경경제계정 전문가 위원회)
6) IAEG(Independent Expert Advisory Group, 독립전문가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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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부분을 조언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 내용에서, 스웨덴은 연간 에너지 밸런스와 산업별 에너지 사용
량 등의 자료를 사용한 에너지계정과 고정연소 및 이동연소 등의 자
료를 사용한 대기배출계정을 작성하였고, EU는 환경이전계정 지침
서를 작성 및 시험작성 자료수집, 환경보호지출계정 핸드북 개정,
Eurostat 공동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OECD는 SEEA-CF 이행
을 위한 OECD Task Force 작업을 업데이트 하고, 각 국가별 대기
배출계정과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물적 스톡 및 플로 결과를 데이
터베이스에서 이용가능하게 하였다.
“SEEA-CF 연구의제”분야에서는 SEEA 연구의제와 중심체계
관련 주제를 논의하고, SEEA 연구의제의 최신버전을 설명 및 논의
하고, 런던그룹 회원국의 논의 쟁점 처리 및 미팅 결과를 논의하였
다. 여기에서 네덜란드는 환경계정 분류에 대한 연구, 시장가격이
없을 때 SNA 이외의 평가기술 개발, 자원관리의 정의, 물적 및 화
폐적 자산계정 및 사회 도메인에서 SEEA의 확장 등에 대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UNSD는 2013년에「공급·사용표와 IO테이블
에 대한 UN 핸드북」의 개정을 만들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두 번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2016
년에는 글로벌 협의에서 회람될 예정이다.
“SEEA 경험적 생태계계정”측면에서는 자연자산의 정의, 생태계
계정 현황에 대한 기술적인 지침, 정책적 사용방안(계정 개발과 정
책적 견인) 등 생태계계정에 대한 현재 개발과정과 업데이트 내용을
설명하고, 일반적인 생태계 서비스의 국제적 분류와 국민계정과 환
경의 가치평가의 조화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세부내용으로,
EU는 폭넓은 정책적 활용을 위하여 자연자산의 해석을 생태계를 의
미하는 방향으로, 다소 느슨한 개념을 정의하였고, UNSD는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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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계정에 관한 기술적인 지침서를 작성하고 관련 논문을 지속적으
로 발표하고 있으며, SEEA-CF 토지계정과의 연계 및 생태학적 기
반의 생태계 단위 구축 등 논리적인 연결을 포함하고 있다. 남아프
리카공화국은 노르웨이의 지원을 받아서 SEEA 경험적 생태계계정
을 작성하고 있고, 강·하천에 대한 국가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생태
계 자산계정(습지, 해양, 연안생태계 및 육상생태계를 포함)을 작성
하였고, 브라질은 물자원 통계를 이용하여 SEEA-Water(물계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경제에서
물 저량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물 플로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으며, 토지와 토지이용에 대한 위성정보를 이용하여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물적계정 작성을 계획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EU국가를 중심으로 환경경제계정(SEEA) 중심체계
(물적계정, 활동계정, 자산계정)뿐만 아니라, 실험적 생태계계정이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환경경제계정 이행을 위
하여 국제기준의 작성기법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
요하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환경경제계정 연구를 진행하려면 무
엇보다도 관련부처의 세부 기초자료를 협조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기초자료 공유단계에서 발
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가
통계위원회의 지속적인 보고과정을 거쳐서 관련부처의 관심을 유도
하고, SEEA 세부계정 개발 및 연구의 초기단계에서 관련 부처간의
협업 또는 기초자료 협조에 대한 내용도 고려해야 하며, 세부계정
작성방안 및 기초자료 집계에 대한 국제기구 및 해외 전문가의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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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통계 정보

2015년
FCSM 리서치
컨퍼런스
최지형, 성주현 | 조사연구실

FCSM(Federal Committee on Statistical Methodology) 리서치
컨퍼런스는 미연방정부 관리예산처(OMB)에 의해 창설된 관계부처
합동 위원회(FCSM)에서 주관하는 회의로써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조사방법론 소개 및 방법론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최근
연구동향 및 연구 사례 등을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교류할 수 있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컨퍼런스는 격년으로 개최되는데 이번 컨퍼
런스는 국가통계 생산 및 관련기관에서 약 800여명 등록 및 참가하
여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총 40개 세션의 145개 발표주제로 구성되어 조
사방법론과 관련된 최근 동향과 다양한 연구주제가 다루어졌다. 발
표주제로는 자료연계를 통한 2차 자료생성, 무응답 대체, 측정오차
축소, 혼합모드 자료수집, 모바일조사 설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
으며 이외에 경제통계, 시계열 예측, 베이지안 방법 응용 등도 다루
어졌다.
자료연계, 조사표설계, 무응답대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었는데, 자료연계 분야는 행정자료간 또는 행정자료와 조사자
료간 연계를 통한 2차 자료생성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한 레코드 연계 활용평가,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한 행정자료 활
용, 연계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응답이나 자료손실에 대한 보완 등 통
계자료 정확성 제고 및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활
용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행정자료의 통계
자료로써의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데이터 매칭, 무응답
대체방법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사표 설계 분야는 조사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응
답자 편의 및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웹조사, 모바일조사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터넷 기반 데스크탑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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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하여 모바일 기기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사표 설계에 대한 연구
가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모바일
기기에서의 조사표 화면설계 및 구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수
행되고 있었다. 또한 무응답 대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기존의 무응답 대체방법 뿐만 아니라 행정자료의 누락데
이터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도 발표되었다.
이외에도 미국 센서스국을 비롯한 노동통계국, 사법통계국 등에서
사전연구로써 진행중에 있는 다양한 사례연구들(Case Study)이 발
표되었으며, 국가통계기관과 수준 높은 학계와의 공동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국가통계 개발·개선을 위해 통계학적인 연구가 뒷
받침되고 있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조사방법론에 대한 최근 동향과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국가통계 생산의 품질향상 개선을 위
해 조사방법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사례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향후에도 국가통계의 조
사방법론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 및 연구결과 등을 공유·교류할
수 있는 본 컨퍼런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통계 연구기
반을 강화하고 국가통계 선진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015년 FCSM 리서치 컨퍼런스 주요 발표주제 >
행정자료간 연계
●●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연계
●● 
조사자료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 연계
●● 무응답 대체와 영향
●● 무응답 대체와 행정자료
●●

혼합모드 자료수집
●● 모바일 조사 설계
●● 웹(web) 조사 설계
●● 적응적(adaptive) 조사 설계
●● 
자료 시각화와 메타데이타
시스템
●●

비확률 표본(non-probability)
베이지안 방법 응용
●● 시계열과 예측
●● 응답자 접촉 기술과 응답률
●● 측정오차 관리
●● 경제통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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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and Information

학술지「통계연구」논문투고 안내
통계청이 발간하는「통계연구」(Journal of The Korean Official Statistics)는
1996년 최초 발간되어 국가통계를 이용하여 경제·사회현상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주는 정부 유일의 학술지이며,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통계연구」는 국가통계를 이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 창출과 국가통계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수 논문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1. 논문범위
● 국가통계를

생산·활용하는 경제·사회·인구·농업·환경 등

경제·사회 전 분야 및 조사방법·표본추출·추정·검정 등 통계
전 분야에 걸친 이론과 응용
● 사례·분석·적용

연구, 새로운 기법 개발 등 해당 분야의 실용적·

창의적 내용

2. 투고방법
● 제출방법

: 이메일(statjournal@korea.kr)을 통해 연중 상시 제출

● 작성방법

: 통계개발원 홈페이지(sri.kostat.go.kr) 참조

● 문

의 처 :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T.042-366-7102, 7103)

※논문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3. 발간
● 3월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봄호(4월),

7월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여름호(8월),
11월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겨울호(12월)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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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간내역
구분

세부주제
<특별기고>
기계학습모형의 시각화
한국여성의 총 출산 결정요인 분석
집단 정치성향 변화의 공간적 구성:
이산 공간통계모형을 응용한 수도권
제16~19대 총선 분석

제20권 제2호
(2015년 10월호)

성범죄의 유형별·지역특성별 거시원인 연구: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음이항회귀분석
대구경북 일자리 미스매치 측정
Agglomeration Economies in Korean Export Activities
치과의료이용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해
LDL-콜레스테롤의 추정: Friedewald 공식과 Martin 방법
의 비교
A comparison study of the nonparametric tests based
on the empirical distributions
한국의 숙련노동의 상대수요는 언제 증가하였는가?

제20권 제3호
(2015년 12월호)

몽골 농업통계의 소개 및 발전을 위한 시사점 탐구:
한국의 농업통계 발전 경험을 참고하여
A Forecast of Total Fertility Rate Reflecting Spectrum
Period and Structural Change
변수선택 기법을 이용한 한국 프로야구의 득점과 실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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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구분

연구보고서 명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

Ⅰ권

국내안전통계와 POST-2015 안전 분야 연계방안 연구
이동연소 국내항공부문 2006 IPCC 지침 이행방안 연구
확률적 자료연계의 가능성 연구

Ⅱ권

통계자료의 최신 시각화 기법에 대한 연구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인터넷조사표 평가
국민 삶의 질 측정 2015

Ⅲ권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 주관적 웰빙의 분포와 결정요인 분석
지역생활권별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 특성 분석

Ⅳ권

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활용한 대한민국의 연령 간
공공 부문 소득·소비 재배분 변화 연구
국가통계기관의 범위 확대방안 연구
녹색성장 및 녹색경제측정 지표개발 국제협력 연구

Ⅴ권

조사품질 개선을 위한 질문관리 및 표준화 방안
일본표준산업분류 개정방향 연구
’
15년 인총 시범예행조사 모수추정 결과분석
고령화시대에 개인맞춤형 장수리스크지수 계량화와 활용방안
근로시간 통계 현황 분석

Ⅵ권
SNS 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성향 분석
날씨에 따른 생활시간 평균 분석
-여가활동시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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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대학(원)생 논문공모」안내

1.목 적
● 관학

간 학문적 교류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실증적 연구 기획를 부여하여 통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용한 연구논문을 발굴·장려코자 함

2. 응모자격
● 2016년

1월 현재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에 재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로서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2016년도 석·박사 취득(예정)자도 응모자격 부여
- 참가 형태는 단독연구 및 공동연구(최대 3인까지 가능)
※ 공동연구의 경우, 모든 연구자가 위의 참가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3. 논문주제
● 통계자료를
● 사회·경제

실증적으로 활용한 통계학의 이론이나 응용에 관한 연구
통계분야의 조사·분석기법 등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성과 유용성을

지닌 논문
※ 응모 논문은 타 학술지 및 논문집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함

4. 우수논문 시상
시상수

구분
최

우

대학생
수

대학원생
1편

시상내역
통계청장 표창 및 장학금 300만원

우   

수

1편

1편

통계청장 표창 및 장학금 각 200만원

장   

려

1편

2편

통계청장 표창 및 장학금 각 100만원

※ 시상규모 확대 : ‘15년)
(
850만원 → (’16년) 1,000만원

5. 논문평가 기준
● 연구주제의
●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 연구방법의
● 연구

창의성 및 적절성
타당성 및 적절성

자료의 신뢰성

● 연구결과의

활용성 및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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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and Information

6. 추진일정
● 응모신청서

접수

: 2015. 12.  7. ~ 2016. 4. 29.

● 논문접수

: 2016.  5.  2. ~ 2016. 7. 15.

● 논문심사

: 2016.  7. 18. ~ 2016. 8. 19.

● 결과발표

및 시상

: 2016.  9.  1.(통계의날 시상식 포함 예정)

7. 응모신청서 접수
● 접수마감일
● 접수방법

: 2016. 4. 29(금)

: 이메일 제출 srikostat@korea.kr

※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려는 연구의 경우 응모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
적으로 통계자료 제공

8. 논문 접수
● 접수마감일
● 접수방법

: 2016. 7. 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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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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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각 대학 도서관에 우수

논문집 비치
● 문의

- 통계개발원 http://sri.kostat.go.kr
- 이메일 : srikostat@korea.kr, 전화 : 042-366-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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