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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계의 과제와 풀뿌리 지역통계의
정착 방안*

1)

양 영 철

통계는 사회적 현상을 수량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확한 통계는 사회현상을 역사와, 현재, 미래까지
말을 해 준다. 통계 중에 하나인 지역통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의 기업
과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에 기초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통계는 국가통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국가통계의 질과 양은 지역통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통계가 우리
나라에서는 인프라의 절대부족, 국가통계로 종속화로 인한 통계자치권의 부재 등 때문에 제 역할
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념정의하고 있는 읍면동을 포함하는 풀뿌리 지역통계는 미
미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풀뿌리 통계 없이는 지역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국가
통계 기반자체도 허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빅 데이터 시대에 가장 기초적인 통계 분야인 풀뿌
리 지역통계 활성화 방안이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이다.
주제어: 지역통계, 풀뿌리 지역통계, 빅데이터, 국가통계, 사이버통계시스템

Ⅰ. 들어가면서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통계는 사회적 현상을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나라 통계법 제2조에 의하면 정부정
* 이 논문은 2015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2015년 10월 23일 전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서울행정학회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
완 하였음. 논문완성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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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국가통계를 작성한
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통계가 정부정책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7:19).
2015년도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가 승인한 통계만도 393기관에서 937개가 된다. 1990도의
작성통계가 352개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다. 여기에다가 big data 시대가 일반화 되어 가
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시대를 선언하면서 통계의 환경은 최고조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양영철, 2015: 5).

그러나 이렇게 통계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한국의 통계 현실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지역통계
가 더욱 심각하다.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이 지역통계의 과정인 생산, 분석, 공표 등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통계내용도 마찬가지다. 지역통계는 지역의 통계항목 보다 국가통계
를 작성하기 위한 목록으로 가득 차 있다. (이강진,･최경호 등, 2011).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통계가 지역정책과정에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지역통계는 양적･질
적인 면에서 매우 약하다. 통계에서 중요한 소지역 통계인 읍･면･동 통계는 겨우 4개로 전
체의 1.5%에 불과하다. 통계담당조직도 갈수록 오히려 점점 작아지고 있다. 시･도 조차 통계
담당을 전담하는 과 단위 조직이 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거대한
자치단체도 통계에 관한 조례조차 없다. 승인통계의 46%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통계전
담직원이 평균 1.6명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통계의 인프라가 개선될 기미가
없으며, 오히려 국가통계로 흡수되어 가고 있다.
지방분권 확대가 불가피 한 현실에서 지역통계는 그 영역을 점점 확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조사대상자들의 인권 및 개인 신상 보호
등의 이유로 통계조사에 대한 거부가 계속 증대되고, 통계비용이 천문학적 증대로 국가통계
까지 분권화를 시도하고 있다(임준규･김두만, 2015: 116).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지역통계
는 국가통계에 예속되어 있고, 이 예속은 통계청에 대한 지자체의 강한 의존성으로 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자체들은 자신들을 통계생산자가 아닌 이용자로서 만 인식하고 있어 적극적
인 지역통계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정지원, 2011: 23).
본 연구의 풀뿌리 지역통계1)는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통계업무가 사라진
것을 다시 포함한 개념이다. 국가통계의 정확성은 통계의 기본 단위인 소지역 통계, 즉 풀뿌
리 통계의 정확성과 직결되고 있다. 때문에 현재처럼 지역통계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
고 국가통계에 종속되는 한 그 역기능은 국가통계까지 부실을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지
역의 특성을 철저하게 반영하는 지역통계는 결국 국가통계까지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기초
이며, 이는 역으로 말하면, 지역통계다운 지역통계가 없는 한 국가통계는 사상누각의 형태라
고 할 수 있다. 지역통계다운 지역통계는 소지역 통계인 풀뿌리 지역통계가 중심이 되는 통
1) 본 논문의 풀뿌리통계는 읍ž면ž동뿐만 아니라 리ž통까지 포함한 지역통계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용할 뿐 실제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논문이나 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
통계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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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말하며, 본 연구의 출발도 여기에서 시작된다.
본 연구는 지역통계와 가장 밀접한 학계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학계나 행정학계에서 이
에 대한 연구가 윤태범(1998년)과 김동욱(1999년) 이후에 연구나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점도 논문작성 동기가 되었다. 행정 또는 지방자치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ž분석ž활용되고 있는지, 이에 따라 자료의 신
뢰성과 타당성은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본 논문의 다른 의
의 중에 하나로 삼는다.
우리나라는 기술하였듯이 형식적으로는 통계시스템이 분권화, 분산화 되었다고 하지만 통
계의 전 과정은 통계청이 독점하는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인 집중 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통계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풀뿌리지역통계의 현황을
점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하여 풀뿌리 통계에 대한 개념, 진단, 대안을 제시하여 풀
뿌리 통계의 위상을 찾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보다 정책연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때문에 현재 지역통계에 관한
정책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지역통계연보나 각 지역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 지역통계와 관련된 석･박사 논문을 중심 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는 이들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역통계의 현상을 분석하고, 지역통계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통계담당자들의 면담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통계담당자들의 경험은 실제 지역통계분야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분석하는데 좋
은 자료가 되었다. 지역통계 전문가에 의한 면담은 비구조적인 질문지에 의하여 3회에 거쳐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본 연구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점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면
담을 추진한 이유는 본 연구자가 통계업무에 대한 현장경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3. 선행연구
통계정책연구에서 지역통계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 본 논문의 목적과 관련이 깊은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의 분류는 지역통계 인프라 및 자율권 분야, 지역통계의 내
용으로 구분하였다. 지역통계 인프라 및 자율권 분야의 선행연구는 지역통계조직, 인력, 재정
의 확대와 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의 통계자율권 확대를 다루고 있다. 지역통계의 내용분야의
선행연구는 지역통계의 내용면에서 양과 질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
장의 논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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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통계인프라 및 자율권 확대의 선행연구
윤태범(1998)은 지역통계의 전반적인 면을 관리체계라는 측면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분석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역통계의 문제점을 지역통계관리의 활용의 미약, 위임
통계중심의 분산된 통계체계, 획일적ž 정태적 지역통계구성으로 지적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
로는 지역통계체제의 개선, 인프라 강화, 내부통계의 적극적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김동욱(1999)은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조직은 오히
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통계의 강화 방안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인식전환, 인프라
강화, 통계담당기관과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제 강화, 통계청지방사무소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강진･최경호 등(2011)은 지역통계가 지역통계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역
통계 작성 조직과 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과 활용부족 등도 있지만 통
계청이 “시･도,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화” 정책에 의하여 지역통계 전반과정을 통제하고 있
는 것도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통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계과정의 분권화, 보고통계와 행정자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지역통계연보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강선구(2013)는 지방정부의 통계정보의 생산, 가공, 활용 체계를 분석, 투입, 과정, 산출부
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지역에 맞은 지역통계의 지표개발과 이슈성 지역통계 생산을 통하
여 자치단체장과 의회, 지역주민들이 지역통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임준규･김두만(2015)은 행정자료 및 빅 데이터 활용, 응답자의 개인비밀보호 등으로 인하
여 통계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통계청이 통계과정을 독점하
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통계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나라 지역통계도 분권화
로 가도록 통계청의 통계승인과정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지역통계 내용의 양적･질적 확대
조택희(2005)는 지역거시계량모형으로 살펴 본 지역통계의 문제점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하
는데 필요한 거시계량모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역통계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적절한 지역통계시스템의 구축, 조직과 인력, 재정의 확대, 지역통계의 양과 질
면에서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용렬･김경덕(2008)은 지역통계에서 각 지역의 농촌통계 목록을 개발하여 활용할 것을 외
국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제언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농촌에 대한 통계는 양적･질적인 면
에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촌통계를 주도할 주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농촌통계의 개선이 쉽
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안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한국농촌
지역 통계 DB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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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철 외(2009)는 지역통계의 전 과정과 인프라를 분석한 결과 지역통계자체의 부족, 그
중에도 특히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통계가 절대 부족하여 효과적인 지역전략산업육성 정책수
립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적, 물적 환경의 개선을 통한 지역통계자
료를 체계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현정･홍현정(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 통계현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역통계가 많이 부
족하고, 특히 소지역단위의 통계가 절대 부족하여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다고 지적하면서 소
지역 지역통계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강진･김민경(2011))은 도정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미 있는 통계 중 정책적 활용도 및 중요도가 높은 통계를 도정대표통계로 정의하고, 전라
북도의 도정대표통계를 성과통계와 관리통계로 나누어서 69개를 선정, 이중에 22개는 자체
개발,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통계 중에서 선택하였다.
김영희(2012)는 충청남도 내 16개 기초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지역통계공표에 대한 현황을
접근방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제공하는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김영순(2012)은 정부가 녹색성장을 국가의 기본정책방향으로 정하자 통계청은 녹색성장지
표를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은 이에 대한 지표가 없이 녹색성
장을 평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경상남도의 녹색성장지표 34개를 개발하여 경상남도
에 맞는 지역통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김지영･신현길(2014)은 지역통계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에 있는 통
계자원, 즉 행정통계 활용, 지역통계 DB구축,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장온순(2014)은 통계자료에서 제외되고 있는 행정통계를 통계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이
유, 행정통계를 증거로 하는 정책결정의 양태, 행정통계가 통계자료가 되기 위한 품질 요건
등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석봉･이종필(2015)은 부산이 최근에 국제 크루즈 입항과 이에 따른 부산 방문 중국인 관
광객의 급증 등 최근 변화된 부산의 환경에 적합한 관광통계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
다.
상기의 선행연구를 보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역통계의 문제가 거의 꼭 같은 방향으
로 연구되고 있으며,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도 거의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비슷하다. 즉, 지역
통계의 인프라 및 자율권의 문제점은 지역통계조직의 조직, 인력, 재정 등 인프라의 절대부
족과 통계청의 지역통계 과정의 주도에 의한 지역통계작성기관의 권한과 책임 미비 및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통계에 대한 관심 부족을 주로 들고 있다. 지역통계내용면에서는
지역통계의 양적･질적 부족, 지역통계전문가의 부족 등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지역통계
조직의 강화, 지역통계 수의 확대, 지역통계전문가를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사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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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계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 제고 등이다. 이러한 양상이 계속 반복되는 원인은 이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로 정착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본 연구도 이 틀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지역통계를 통계전문가의 관점에서 아니라 지방자치 전공자의 입장에서 진
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점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Ⅱ. 우리나라 통계현황과 풀뿌리 지역통계 분석틀
1. 우리나라 통계현황
1) 통계유형
통계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체로 <표 1>과 같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고 있다(강선구, 2009: 21-22).
<표 1> 통계의 분류
분류 기준

종 류

처리 과정
작성 주체

용

지정통계
일반통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지정통계이외의 통계임

조사통계

실질조사에 의해서 얻어진 통계임(전수조사, 표본조사)

보고통계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되어 수집된 자료에 의한 통계

1차통계

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진 통계

법률적 근거

수집 방법

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통계청장이
지정고시

2차(가공)통계

1차통계에 대한 연산을 통하여 얻어진 통계

자체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및 정책에 필요한 고유통계업무 수행

위임통계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실질조사를 지원

자료: 이강진. (2006).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통계의 적극적 활용방안, 전북발전연구원, p.13

지정통계는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지
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지정통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수립과 평가에 절대
필요한 통계로서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통계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일반통계
는 통계지정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지정통계이외의 모든 통계를 말한다. 조사통계는 분석
대상이 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통계의 작성을 주목적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지는 통
계를 말한다. 반면에 보고통계는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얻어지는 조사통계와는 달리 행정의
과정에서 통계지정기관들이 관련기관이나 단체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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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말한다. 처리과정에 의한 분류로서 1차 통계와 2차 통계로 나눈다. 1차 통계는 일반적
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서 직접 얻어진 통계를 말하며 기초통계라고도 한다. 2차
통계는 1차 통계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를 일정한 연산을 통하여 얻어진 통계로서 가공통계
라고도 한다. 가공통계는 기초통계에 비해 해석적 특성이 있는 통계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경기지수, 인구추계, 국민소득통계 등 추계에 의한 통계들이다. 작성 주체에 의한 분
류는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조사지정기관들이 자신들이 필요하여 조사하는 통계를 자체통계라
말하면, 위임통계는 중앙정부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통계를 실질적인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지
는 통계를 말한다. 상기 통계유형들의 현황에 대한 조사 내용이 <표 2>이다. <표 2>에 따르
면 우리나라 통계작성기관수는 총 393개이다. 이들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수는 937개이다.
작성기관 수로 보면 정부기관이 77.1%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민간기관들이다.
<표 2>승인통계현황
구분

작성기관수

작성통계수

계

393

정부기관

통계종류

작성방법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937

91

846

413

446

78

303

771

73

698

311

401

59

-중앙행정기관

43

341

56

285

169

140

32

통계청

1

58

40

18

41

2

15

이외기관

42

283

16

267

128

138

17

-지방자치단체

260

430

17

413

142

261

27

-지정기관

90

166

18

148

102

45

19

-금융기관

8

23

10

13

9

6

8

-공사/공단

26

45

0

45

19

24

2

-연구기관

19

37

2

35

32

3

2

-협회/조합

21

33

4

29

28

3

2

-기타기관

16

28

2

26

14

9

5

자료: 통계청,2015.10

정부기관도 지방자치단체가 260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의 종류로 보면 지정통
계가 91개로 9.7%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일반통계로 90.3%이다. 작성방법으로 보면 보고통계
가 47.6%이며, 조사통계는 413개로 44.1%로 비슷하다. 이 내용을 더 분석해 보면 조사통계
는 중앙행정기관이 169건으로 41%를, 지방자치단체는 142건으로 34.4%, 보고통계는 지방자
치단체가 261건으로 58.5%, 중앙행정기관은 140건으로 31.4%로서 중앙정부는 조사통계, 지
방자치단체는 보고통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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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통계현황과 추진체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역통계체제는 고유한 지역통계 작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
다. 지역통계의 생산과 분석, 공표 전 과정이 통계청의 사전･사후 감독과 승인을 받도록 되
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통계 추진체계는 통계청의 우산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지역통계과정을 살펴보자(강선구, 2009: 31-32).
1 단계(의뢰): 먼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의하여 시･도 본청의 통계담당에서 통계작
성지침을 시･군･구의 기획실 또는 총무과 통계담당에 통보하면, 시･군･구청의 기획실 혹은
총무과에서는 시･군･구의 통계작성의 책임을 지고 통계항목의 성격별로 해당 결과나 공공
또는 민간의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 및 의뢰한다. 그 결과 각 실･과에서는 자료의 성격
에 따라 직접 작성 읍･면･동사무소나 유관기관에 의뢰한다.
2 단계( 자료수집 및 보고): 의뢰받은 이들 기관이나 단체들은 통계자료의 성격에 따라 보고
통계는 집계된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통계는 읍･면･동 공무원이나 조사원(주로 통장, 이장)이
현장에서 집계하여, 읍･면･동 사무소를 경유 하여 시･군･구청 담당 실･과에 보고한다. 다음
으로 각 실･과에서는 통계작성 지침에 따른 기준 시점과 일치시켜, 실･과별로 시･군의 상급
실･과에 보고한 자료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기획실 또는 총무과 통계담당으로 제출
하고, 시･군･구 기획실에서는 보고된 통계자료 계수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한 후 이를 취
합하여 본청 법무통계담당관으로 제출하게 된다.
3 단계(확인 및 활용): 마지막으로 본청 통계담당에서는 시･군･구 기획실에서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시･도 본청 해당 각 실･과에서 시･군･구의 해당 실･과를 통하여 별도로 집
계된 동일 자료와 상호 비교, 정확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통계연표의 발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 통계를 주관하고 있는 통계청은 5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산하에 34개의 사무
실을 설치하여 국가통계를 작성한다. 각 지방통계청에는 5개의 과가 있는데 이 중에 지역통
계과가 있다. 지역통계과는 해당 지역의 통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 지
역통계과를 통하여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통계를 작성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외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
여 자신들의 통계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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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틀
1) 풀뿌리 지역통계 개념과 개념요소
통계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다. 논자와 목적에 따라서 통계의 개념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
은 통계는 수량적 표현이라고 하는 개념적 요소는 다 포함되어 있다. 즉, 통계란 양적인 개
념에 속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통계는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가 포함되면 지역
의 현상을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개념정의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풀뿌리
지역통계란 개념에서는 우선 풀뿌리 지역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에서 풀뿌리
(grass-roots)는 민주주의와 합성하여 쓰이는 용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가장 일선 지역의
주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란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풀뿌리 지역 통계란 일선기
관이나 단체, 조직이 주도가 되어 이루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은 최
일선기관인 읍･면･동을 포함한 시･군･구와 시･도를 포함한다. 지역통계에 대한 논문과 정부
의 분류에서 보면 지역통계는 시･도가 중심이다. 우리나라 지역통계는 시･군･구 이하의 통계
는 거의 포함되지 않으며 심지어 시와 도도 형식적으로 만 포함되어 있는

중앙집권적 통계

행정체제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읍ž 면ž 동 규모보다 더 적은 지역도 소규모 통계지역으로
설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이 지역이 제외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규모 지역통계는 거의 사라진 상태다(김지영, 신현길,2014 :163). 행정기관만 이렇
게 일선통계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단체나 기관들
도 역시 국가통계를 위한 일선기관의 역할만 할 뿐, 자신들을 위한 통계는 거의 작성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풀뿌리 지역통계 개념을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게
설정하였다.
“풀뿌리지역통계란 지방행정조직을 비롯한 지방의 일선조직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힘과 의
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지역통계과정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된 통계를
말한다.”

이를 개념요소로 나누어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작성주체
여기서 말하는 작성주체는 중앙정부의 위임된 권한에 의해서만 통계를 작성하는 피동체가
아니고 통계과정 전반을 주도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작성주체는 기본적으로는 기초와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읍･면･동 그리고 리･통
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 리･통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해도 읍･면･동은 최 일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지역통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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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작성 보조기관이 아니라 주체기관으로서 포함되어 지역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풀뿌리
지역통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통계의 충실성 여부는 작성주체가 조직, 인력, 재
정 등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② 작성과정
통계의 과정은 자료의 수집, 분석, 공포 및 활용의 단계를 말한다. 이 과정은 중앙정부의
지시와 감독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은 풀뿌리 지역통계라고 볼 수 없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통계는 중앙집권식 통계일 뿐이다. 따라서 풀뿌리 지역통계는 그 과정이 통계작성주체인
일선기관 또는 단체들이 통계의 생산･분석･보급의 지역통계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를 지역통계 자치권이라고 할 것이다.
③ 작성내용
작성내용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통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가통계를 위한
사무도 수행하여야 하지만 풀뿌리 지역통계는 지역의 정책과정을 합리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과학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보제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통계작성이 주목적이어야 함은 당연하다(한수철, 2008:24).
④지역통계에 대한 자치의식
풀뿌리지역통계의 개념은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와 맥을 같이 한다. 지역통계에 대한
자치의식이란 지역통계가 지역단위에서 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중앙부처의
위임사무로 인식하느냐의 여부이다. 전자의 입장은 지역통계의 과정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일선기관이나 단체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수행
하도록 인식하는 것이다. 후자의 입장은 지역통계는 국가통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가 일괄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현지에 있기 때문에 위임받아 수행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지역통계에 대한 자치의식은 전자의 입장을 말한다.
5) 분석틀
본 연구는 다음 (그림 1)의 분석틀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앞에서 기술한 개념요소
를 변수로 삼았다. 변수로는 통계인프라, 통계작성과정, 통계 내용, 통계에 대한 의지 등이
다. 이 4개의 변수를 가지고 현재의 지역통계현황을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
의 진행과정이다. 이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통계인프라는 풀뿌리 지역통계담당기관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풀뿌리 지역통계담당을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과 지역의 민간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여
기서는 읍･면･동과 민간단체는 제외시켰다.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통계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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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로 이관되어 없어졌고, 지역의 민간단체는 통계를 작성하는 단체가 적을 뿐만 아니
라 작성하여도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그러나 개선방안에서는 읍･면･동을 포
함시켰다. 풀뿌리의 명칭과 읍･면･동은 깊은 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과정은 통계 전 과정
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적 요소 증 어느 것이 강하냐 하는 자치권여부를 조사하였다. 우리나
라는 통계체제가 분산 형이지만 기능적으로 고도의 중앙 집권화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분석할 것이다. 통계내용은 풀뿌리 지역통계가 되려고 하면 작성하는 지역의
특성과 필요성을 잘 반영하는 통계 수가 많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분석할 것이다. 의지는
풀뿌리 지역통계에 대한 풀뿌리 지역통계주체기관과 지역주민들이 지역통계에 대한 관심도,
지지도, 활용도가 어떠한 가를 분석할 것이다 .

인프라
과정
→
내용

지역
통계
현황

→

대안
제시

→

풀뿌리
지역통계
활성화

의지

(그림 1) 분석틀

Ⅲ. 우리나라 풀뿌리 지역통계의 현황과 과제
1. 풀뿌리 통계작성기관의 취약한 인프라
풀뿌리 지역통계가 신뢰성이 있느냐에 대한 출발은 이에 대한 투자와 비례함은 당연하다.
풀뿌리지역통계를 작성하는 중심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지역통계에 투자는 인
력, 재정, 조직 그리고 제도 구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통계작성을 주도하는 기관들이
이러한 인프라에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가 지역통계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증표가 된다. 우리나라 243개의 자치단체 중 지역통계에 대한 조례 제정하여 운영하는 기관
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지역통계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다.
<표 3>은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의 통계인력 현황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계인력이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50%이상을 통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통계청,2014: 21).
<표 3>을 보면, 통계인력은 2002년의 3,792명에서 2014년은 4,767명으로 25.7%가 증가되
었다. 이 중에 통계청의 통계담당직원은 1,895명에서 3,321명으로 무려 75%가 증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통계청 통계인력은 우리나라 전체 통계인력에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49.6%에
서 2014년도에는 69.4%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력은 증가는 고사
하고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의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력은 549명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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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4년 현재는 360명으로 35%가 감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통계인력 중 지방자
치단체의 통계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도 14.5%에서 2014년도에는 7.6%로 크게 낮아
졌다. 인력으로 보아도 지방자치단체는 통계사무를 크게 축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
초자치단체의 상황은 더욱 심하다. <표 4>는 충남도 시･군의 통계인력 현황이다.
<표 3> 통계담당인력 추이
연도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합계
(증감률,%)

3,792
(-)

4,135
(9.0)

4,507
(9.0)

4,415
(-2.0)

4,530
(2.6)

4,737
(4.6)

4,767
(0.6)

중앙행정기관

2,482
(-)

3,113
(10.3)

3,485
(11.3)

3,448
(-0.5)

3,629
(5.3)

3,867
(6.6)

3,940
(1.9)

통계청

1,895
(-)

2,103
(11.0)

2,334
(11.0)

3,221
(38.0)

3,142
(-2.5)

3,250
(3.8)

3,321
(1.9)

지방자치단체

549
(-)

516
(6.0)

556
(7.8)

430
(-22.7)

423
(-1.6)

410
(-2.3)

360
(-12.2)

민간단체

421
(-)

506
(20.2)

486
(-4.0)

539
(10.9)

478
(-11.8)

480
(0.4)

487
(1.5)

자료: 통계청, (2014).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결과 보고서

충청남도내 시ž군의 통계인력은 2010년도 22명, 2015년도에는 16명으로 6명이나 감소되었
다. 충청남도 시･군 공무원 총수가 9,468명인 점을 고려하면 통계담당공무원이 얼마나 적은
지를 알 수 있다. <표 4>를 보면 5년동안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통계담당 인원이 늘어
난 곳은 한 곳도 없고, 줄어든 곳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산시의 경우는 5년전에는 통계담
당공무원이 3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1명으로 2명이 줄어들었다. 부여군, 서천군, 청량군, 예
산군, 태안군은 과거 1명이 통계전담을 하였으나 지금은 1명이 다른 업무를 겸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예산군은 2010년에는 통계담당공무원이 2명에서 2015년에는 총무과 새마을규제
개혁팀에 실무관 1명이 새마을관련업무를 주로 맡으면서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산군
은 1명의 주무관이 정보화교육을 전담하면서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 본청
의 통계 담당인원은 5명이지만 이중에 수습사무관 1명, 공무직 1명을 제외하면 팀장을 포함
해도 3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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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충남 시군별 통계인력현황 비교(2010년과 2015년)
내
시군

용
통계 인력

총인구
(명)

공무원수
(명)

2010년도

2015년

증감

천안시

605,541

1,433

3

3

0

공주시

118,236

761

1

1

0

보령시

107,008

649

2

2

0

아산시

199,129

930

1

1

0

서산시

168,951

777

3

1

-2

논산시

128,965

663

3

3

0

계룡시

41,107

290

1

0

-1

당진시

163,921

655

1

1

0

금산군

56,671

451

0

0.5

+ 0.5

부여군

73,512

499

1

0.5

-05

서천군

59,448

460

1

0.5

- 0.5

청양군

32,601

398

1

0.5

- 0.5

홍성군

91,282

498

1

1

0

예산군

86,806

498

2

0.5

- 1.5

태안군

63,377

506

1

0.5

- 0.5

합계

1,996,555

9,468

22

16

-6

자료: 김영희. (2012). 충남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지역통계 공표실태분석.
자료: 충청남도 홈페이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2015년 12월 10일 현재 자료임
주: 0.5는 1명이 다른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공무원수는 충남통계연보
2014년 자료임,

2. 풀뿌리지역통계 수의 빈약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30% 자치’로 불리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의 결정권을 가
진 고유사무가 약 3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70%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
고 있다는 의미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21). 이 기준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통
계를 결정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를 살펴보는 것이 풀뿌리 지역통계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
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의 유형을 우선 살펴보았다. 참고
로 <표 5>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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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통계 작성기관 및 공표범위별 승인 통계 현황

공표
범위

통계청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민간

계

작성기관

1

40

261

85

387

작성통계

58

284

411

163

916

전국

27

201

-

128

356

시･도

23

67

22

20

132

시･군･구

3

16

135

10

164

읍･면･동

5

-

249

-

254

-

-

5

5

10

자료: 김지영･신현길. (2014). 지역통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p.151,

<표 5>는 2013년도 지역통계의 현황이다. 통계청 승인통계는 2013년 9월 현재 총 916종이
작성되고 있으며, 이중 지역통계는 550종이다. 지역통계를 작성 기관별로 보면 통계청 등 중
앙행정기관이 작성하는 통계가 114종, 지방자치단체가 406종, 민간지정기관이 30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통계는 통계범위 기준이 전국단위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 포함되는 통계를 말한다. 지역통계 중 전국단위 통계와 함께 광역
시･도 까지를 공표 대상으로 작성되는 통계는 132종으로 전체 지역통계의 24.0%이며, 시･
군･구까지를 공표 대상으로 하는 통계는 164종으로 전체의 29.8%, 읍･면･동 까지 공표하는
통계는 254종으로 46.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9월 기준 전체 지역통계 중 16개
시･도 공통작성 기본통계를 제외하면 지역통계는 205종(22.4%)에 불과하다. 시･군･구까지 공
표되는 지역통계 164종에 포함되어 있는 통계는 70개 시･군･구 사회조사 통계, 16개 시･군･
구 기본통계, 16개 시･도 사업체 조사통계, 16개 시･도 지역계정(GRDP) 통계를 제외하면 46
종(5.0%)에 불과하다. 읍면동까지 공표되는 지역통계 254종 중 243종은 시･도 공통작성 기본
통계 227종과 주민등록인구통계 16종으로 이를 제외하면 11종(1.2%)에 불과하다. 11종은 인
구총조사, 주택총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경제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기본 통계 5종과 2
개의 군의 농업조사통계, 4개 시･군･구의 사회조사 통계정도다.
이와 같이 지역통계는 양적, 질적으로 매우 부족한데, 이는 대부분의 조사통계가 전국단위
로 표본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나 사
업체기초통계조사 등 일부 전수조사자료에 불과하며, 표본조사에 의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통계업무가 주로 중앙부처의 위임업무 성격으로 되
어 있기 때문이다(한수철, 전수영, 진서훈,2009:915-6; 김지영･신현길, 2014: 139). 이러한 지
역통계의 빈약은 이전의 상황을 보아도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처럼 지역통계의 항목수
가 빈곤한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강진 외, 201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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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계청만의 비대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계청은 조직 면에서나 권한 면에서 급속하게 증가되고 강화되었다.
물론 다른 나라의 국가통계기관에 비하면 아직도 인력, 기구, 재정 등이 취약한 편이지만 지
방의 통계기관에 비해서는 너무나 편차가 심하다. 우리나라 통계인력의 3분의 2이상이 통계
청 직원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인력은 다른 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대부분 전공자
임과 동시에 통계만을 전담한다. 통계담당에 근무한 연수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에 비해 월
등하게 높다.2) 여기에다가 통계청은 통계과정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통
계의 과정은 블랙홀처럼 통계청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오스트롬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국
가는 아무리 좋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는 것이 정설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만의 지나친 성장은 또 다른 문
제점을 양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Laurence E. Lynn, Jr.2006: 152).
둘째,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의지
기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통계에 대한 조직과 재정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기
초자치단체는 더욱 심할 뿐만 아니라 통계담당 전문가를 선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여기
에다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지역통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한수철,
2008:142-3, 강선구,2013: 165-6). 때문에 행정에서 지역통계가 일상화되지 않고, 중앙기관에
보고하는 보고통계나 행정통계 등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사무배분의 불투명
지역통계의 사무배분에 대한 기준이 없다. 때문에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이 지역통계의 모
든 분야에 관여를 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경우를 살펴보자.3) 호남지방통계청은 다른
지방청과 마찬가지로 5개의 과와 8개 지역사무소가 있다. 여기서 작성하는 지역통계를 보면
호남기관별 통계와 지역통계개발, 맞춤형 통계가 있다. 기관별 통계는 광주, 전북, 전남, 제
주에 대한 통계이며, 맞춤형 통계는 각 자치단체에서 의뢰하여 작성하는 통계들이다. 이 중
지역통계개발이 지역통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지역통계개발은 호남 어업생산, 경제 사
회상, 농업통계, 고용분석통계, 사망원인 통계, 고령자 통계, 여성의 삶, 소비자 물가변화, 청
소년 통계 등이 있다. 이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방통계청이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다음이 그 내용이다.

2) 2014년도 통계청 통계인력조사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근무연수 뿐만
아니라 전문성에서도 지역통계담당자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났다. p.65
3) http://kostat.go.kr/office/hnro/index.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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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 인구수, 경지면적,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보리 재배면적 및 생산량, 콩 재배면적 및 생산량, 일반봄감자
재배면적 및 생산량, 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건고추, 양파, 마늘), 노지가을배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노지가
을무 재배면적 및 생산량, 참깨 재배면적 및 생산량, 과실 재배면적 및 생산량(사과,배), 가축 사육 가구수 및
마리수(12월 1일 기준), 한육우 사육 가구수 및 마리수, 젖소 사육 가구수 및 마리수, 돼지 사육 가구수 및 마
리수, 닭 사육 가구수 및 마리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상기의 조사항목이 국가기관이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항목들은 성격으로 보면 풀뿌리 지역통계다. 즉, 지역에서 가장 필
요로 하는 통계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단체들이 더 가까이
에 있어서 통계청이나 그 산하기관보다 더 능률적으로 접근하고 처리할 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지역통계의 최일선에 서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통계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지역통계자치권의 상실
지방자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자치 단체 간에 자치권의 규모를 가지
고 판단한다. 지역통계의 자치권도 마찬가지다. 지역통계의 자치권은 지역통계과정에서 얼마
나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 지역통계과정은 자료수집･분석･공표를 말한
다. 지역통계의 수집 및 작성과정은 통계유형, 작성기관 및 통계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
지만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6>지역통계 작성 유형
유형

작성방법

작성통계

제1유형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통계조사를 위임받아
실지조사를 책임지고 필요한 집계 표를 의뢰기관에
보고하는 형태.

조사통계: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 총조사,
총사업체 통계조사, 농업총조사,
어업총조사 등

제2유형

실질적인 자료수입 집계는 지방정부의 각
해당부서에서 담당하되, 통계전담부서를 통해
상위기관에 보고하는 형태

보고통계: 통계청의 인구이동통계,
행정자치부의 한국도시연감자료 등

제3유형

자료수집과 집계를 지방정부의 해당부서가
담당하고 보고도 해당 부서가 보고

대부부의 보고통계

제4유형

조사및 보고통계의 기초자료를 넘겨받아
통계전담부서에서 지역에 필요한 2차통계 작성

시민소득추계, 시도기본 통계 등 가공통계

자료: 이강진, (2006), p.33, 강선구, (2013),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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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 중 제1유형만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해 내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3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처리 결정권이 생산자인 자치단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술한 바와 같이 통계청이 지역통계과정까지 사전뿐만 아니라 사후,
때로는 수시검사라는 방식으로 전 과정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통계청이 기획에서
생산과정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다음 통계법 제15조와 제18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제
15조를 보면 국가통계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자체가 연도별 추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일방적이고 강제적이다. 우리나라 국토기본법도
국토종합계획 수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기본계획 작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아닌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4)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생산하려고 하여도 통계청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여 생산해야 할 통계까지 중
앙부처인 통계청장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제15조의5(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통계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
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
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뿐만 아니라 통계청장은 지정통계작성기관의 취소(통계법 제16조), 통계작성협의 의무(통
계법 제20조), 자료제출명령권(통계법 제25조)을 비롯하여 통계의 공표의무(통계법 제27조),
통계의 보급(통계법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의 작성과 공표에까지 주도하도록 하고 있
다. 통계법은 이외에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과 분석에 적용하는 각종의 양식을 표준화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역마다 필요한 통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건도 다 다
르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준화에 의하여 쉽게 통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4) 국토기본법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
정 2013.3.23.>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
정 2013.3.23.>
5)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
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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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 까지 이렇게 통계 전 과정을 독점하고 획일화를 강
요하자 이에 반발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가통계를 제때 작성하지
않아 통계청에 의해 2008년 아예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취소되었다. 그렇지만 전국경제인연
합회는 취소되기 전에 발표했던 기업경기동향조사를 통계청에 의해 승인 취소된 뒤 기업경
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로 이름만 바꾸어 매달 발표를 하고 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은 여전히 전경련이 발표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중요한 기사로 인용한다. 중소기업
청이 작성하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역시 통계청이 아닌 중소기업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조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통계청이 신뢰도 문제를 내세워 2008년 통계작성중지를 통
보하였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청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실태조사를 작성되고 있다. 중소기
업청은 최근에 경제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이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강선구, 2013: 47).
이처럼 통계청은 각 지역이나 각 기관의 특성과 통계작성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청
이 정한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통계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풀뿌리 통계를 활성
화하는데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통계청이 통계과정을 독점하는 한 거
대한 통계조직과 기술을 갖춘 통계청은 우리나라 통계의 big brother로서 통계의 통일성이라
는 이름하에 풀뿌리 지역통계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 잠식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국
가통계의 기초인 지역통계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통계의 부실화로 연결
될 것이다.

4. 풀뿌리 지역통계활용 의지 부족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 지역통계의 생산을 전담하고 활용하는 곳이다. 따라서 풀뿌리 지역
통계의 활성화를 위한 일차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직결된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서 조직, 인사, 재정에 대한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때문에 지방자치단
체 장의 의지가 있으면 풀뿌리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통계에 대한 모습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
존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수가 36
만 명을 상회하고 있지만 통계담당 지방공무원 수는 360 명에 불과하고 이 수도 점점 작아
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2014년도 예산 총액은 243조인데 통계예산은 254억 원 선에서
정체된 지 오래다. 변변한 통계조직도 없다. 지역통계과 또는 통계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과
단위가 하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자치단체장들이 통계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통계담
당부서는 근무기피과로 분류된 지 오래다. 2014년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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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담당공무원의 근무 연수는 3년 미만이 78%로 통계담당 자리는 거쳐 가는 자리로 여기고
있다. 특히, 1년 미만도 42%가 되어 공무원들이 통계담당 자리를 얼마나 기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통계청, 2014: 60).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통계담당 근무인력도 매우 적은 인원이다.
2015년 지역통계 담당공무원은 서울이 13명, 부산이 8명이며 나머지 광역시ㆍ도는 6명 이하
다. 지방자치단체 중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도 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제주와 세종시
와 마찬가지고 3명뿐이다. 기초자치단체는 말할 나위가 없다
지역현안에 관한 지역통계의 수요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
동적인 대처가 일반적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도 관선 자치시절에 지방일선행정기관으로
서 중앙정부에 의해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던 관행이 남아 지역통계작성에 대
한 업무를 통계청 소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통계에 대한 인식
이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통계작성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이
강진, 2006: 60).
풀뿌리지역통계기관 중 일선기관인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되면서 통계사무를
시･군･구로 이관하였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사라졌다. 이는 소지역통계가 점차로 강조되고 있
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자치단체들이 지역통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심이 향상되지 않은 한 풀뿌리 지역통계의 전망을
매우 어둡다. 지방분권의 지속되고, 빅 데이터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이 풀뿌리지역통
계가 가장 필요할 때다. 또한 행정환경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자체의 지역통계에 대한 무관심은 향후 지방자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
인으로 될 것이다.

Ⅳ. 풀뿌리 지역통계의 정착을 위한 방안
1. 풀뿌리 지역통계에 대한 인식 전환
풀뿌리 지역통계의 활성화는 이에 대한 인식전환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풀뿌리 지역통
계에 대한 인식전환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이어야 하지만 통계청이나 지역주민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첫째, 풀뿌리 지역통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누구도 정책을 과학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최근에 고령화를 비롯
한 각종 복지예산의 급증과 반면에 경기침체로 인하여 예산압박이 어느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맞이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재정적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증가되어 이미 지방자치

122

우리나라 통계의 과제와 풀뿌리 지역통계의 정착 방안

단체에 지원되어 왔던 예산도 삭감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예산환경이 악화일로 치닫는
경우에는 어느 정부나 어느 국가나 모두 정책과정의 합리화･과학화를 통하여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 정책과정의 합리화･과학화의 토대가 지역통계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주먹구구식 예산 또는 정책과정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환경임을 고려할 때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필요한 지역통계를 작성하여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할 때다.
이러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때 지금처럼 형식적으로만 있는 통계관련 조직과 인력, 재정이
개선될 것이며, 이로부터 풀뿌리 지역통계 활성화가 시작될 것이다.
지차제 정책이 각 지역 고유의 장점과 특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추진시
키는 것이라면, 지역의 실상에 대한 정확하고도 상세한 통계자료가 없이는 효과적인 정책수
립이 어렵다(이강진, 최경호외,(2011):48). 지역통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정책입안자들이 지역통계에 대한

인식제고

가 선행되어야 한다(백운영 외, 2006: 51).
둘째, 통계청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을 논할 때 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가 핵심 과제로 상정이 되어 왔다. 지방통
계청도 예외가 아니었다. 참여정부에서도 지방통계청이 지방이관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규모가 작고, 국가나 지역통계가 초보적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논
의대상에서 빠졌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대한 핵심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
고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은 관여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러나 그 사이에 통계청은 비대해 지
고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통계담당조직은 오히려 감소일로에 있어 왔다. 그 결과 앞에
서 본 바와 같이 지역통계조직은 어떠한 조직보다도 적을 뿐만 아니라 기피조직으로 고착되
었다. 그 결과 지역의 통계는 국가통계로 종속화 되었다. 때문에 통계에 관한한은 아직도 관
치시대의 구조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수직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
치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은 중앙정부는 기획･조정･지
원, 지방자치단체는 집행이라는 분업적 구조가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시스템임을 인식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인식 전환이다.
이제 지역주민들도 지역통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분야를 더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
대가 왔다. 지금처럼 지역의 통계가 지방자치 정책과정에 활용되지 않고 비 과학적인 정책과
정이 일상화되는 한은 지역통계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쟁력도 낮아
진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자신의 분야에 정확한 정보가 양적인 면에서나 질
적인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인지가 지역주민 간에 고조될 때 풀뿌리 지역통계에 대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증폭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풀뿌리 지역통계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풀뿌리 지역통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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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원이 강화되는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견된다.

2. 통계과정의 분권화
우리나라 통계과정은 여러 차례 기술한 바와 같이 극도로 중앙집권화 되어 있다. 통계과정
과 체제가 분권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현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자치단체 능
력으로는 이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소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
서 순차적인 분권화가 필요하다.
1)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분리
2012년 감사원은 통계청 감사에서 “통계청의 국가통계 관리 기준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 대상통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등, 통계관리 기준을 일
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하라‘고 기관 통보한 바 있다(강선구, 2013: 46). 우리나라 현행 통계
법은 통계청은 모든 통계 과정에 사전과 사후 감독 및 관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가사무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정부부터 사무를 배분하라는 보충성의 원칙과는 거리가
매우 먼 현상이다. 중앙집권이 국정운영에 얼마나 큰 폐해를 낳았는지를 알기에 우리나라도
다시 지방분권을 실시하여 20년이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와 읍･면･동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관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보고통계는 자
치단체에서 생산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사무인 고유사무로, 민간단체가 생산하는
통계는 민간단체에게 그 과정에 대한 주도권을 부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앙 각 부처가
생산하는 통계는 해당 부처가 그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통
계청은 조사통계에 대해서만 주도권을 갖도록 사무배분이 필요하다. 다만 통계청은 통계과정
에 대한 조정과 기술지원, 교육, 그리고 사후 품질검사를 통한 교정 등에 권한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2) 지방통계청의 폐지ž축소 및 국가통계정보원이 신설
박근혜정부를 비롯하여 역대 정부의 핵심 분권정책 중 하나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폐지이
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지방자치단
체의 자율성을 넓혀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지방통계
청의 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일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조경희.1998:53, 안영훈, 한부
영,2012:7-9).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계과정처럼 지자체의 업무에 강하게
관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 후에 한다. 그러나 통계청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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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인력과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생산･분석･공표하는 지역통계까지도 목차부터
지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여 통계청은 “시･도, 시･군･구 표준화 원칙”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서 전국 자치단체의 통계연보를 획일화시키고 있다. 이 경우는 각 지방
자치단체 별 통계연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대한민국 지역통계연보‘로 명명하여 책
한권으로 출간하라고 비판받고 있다(이강진 외, 2011: 54).
오래전부터 통계청은 지방통계청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여 일부 인력과 사무를 지방자
치단체로 이관하고, 나머지 인력은 본부와 교육기관으로 편입시켜 국가가 해야 할 사무에 집
중시켜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김동욱,1999:195, 윤태범,1998:125). 최근의 빅 데이터
시대에 각 국가들은 고급통계의 수요를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통계기관의 위상을 높여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통계청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미래의 빅 데이터 수준에 맞는 국가통계의 생산과 보급에 인력과 조직을 집중시켜야 할 것
이다(이지영, 2015). 사실 지금 통계청의 조직과 인적 자원으로 세계 경제규모 11위, ICT 산
업 세계 1위 등 우리나라 국가규모에 맞는 통계정보를 생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통
계청을 부처보다 상위의 기관인 국가통계정보원으로 격상시켜서 국가통계의 집약은 물론 군
사 및 외교 등 특수 정보를 제외한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부서로 개편하여 빅 데이터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국가통계정보원은 통계와 정보의 정치적 중립화
를 통하여 국민은 물론 정부와 민간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생산 및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방통계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3) 기능적으로 분권 강화
분산형 국가통계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집중형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비
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생산역할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분산형의 경우는 지자
체에는 많은 지역통계조직이 있으며, 그 권한도 상대적으로 강력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진재
현, 2013: 53).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
는 일본은 중앙통계기관인은 총무성이다. 총무성은 우리나라 통계청과는 달리 국가통계의 종
합조정기능과 기본적인 통계조사만 실시한다.6) 총무성은 통계국, 통계센터 등과 같이 통계관
련조직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체 직원의 47.1%를 차지할 정도로 통계업무의 비중이 크다. 일
본의 중앙정부인 각 성･청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통계조직은 없고,
모든 통계조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총무성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의 통계전임 직원의 정원을 정해 놓고 이에 따라 인건비 등 통계조사 사무 수행에 따른 비

6) http://www.stat.go.jp/english/data/ssds/outline.htm. 일본의 정부통계는 60개이다. 이 중에 가장 큰
정부통계가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이며 이 통계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대한 통
계항목은 2,870개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 통계 수는 740개로 지역통계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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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도･도･부･현에 사무위탁비 형태로 지원한다. 다른 중앙부처도 이와 같이 자신들의 부처
에 필요한 통계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되 지방자치단체에 통계관연 예산의
70-80%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체제는 지방자치단체는 통계에 관한 조직과 인력, 재
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국가통계와 더블어서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들을 충분
하게 생산ㆍ보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통계는 우리나라의 국가통계에 버금가는
각종의 가공통계를 비롯하여 물가와 가계, 경제계산이 포함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
역통계의 물가와 가계항목에서는 도매물가지수, 소매물가지수, 소비자물가와 지역격차, 세대
별 월수입과 지출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계산 항목에서는 현(주)민경제계산,
현(주)민소득, 시정촌 소득의 분배 등이 포함되어 있다(강선규, 2013: 53-54).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제부터 통계의 작성･분석･공표 과정이 분권화되도록 기능재배분하
여 국가는 기획과 기본조사만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과 인원을 지원하여 지역통계
를 통한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체제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
다(임준규, 김두만,2015:125).

3. 풀뿌리 지역통계 수의 대폭 확대 및 인프라 강화
풀뿌리지역통계 활성화는 우선 양부터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즉, 현재와 같이 읍･
면･동이 자체로 생산하는 통계가 전체 국가통계의 1.2%,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생산하
는 통계 수가 국가통계의 5% 수준에 머물러서는 지역의 실제적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다.
과거의 지역통계연보를 보면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던 시절인데도 지역의 특성이 매우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다음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7)
- 경북통계연보에는 1960년부터 1981년까지는 인삼재배면적에 대한 통계가 있었음.
묘삼, 2년 근, 3년 근, 6년 근 양송이 수확현황도 1968년부터 1980년 까지 춘계, 추계 현
황이 있었음
- 경기도 통계연보에서는 1971년도에는 안성농업전문학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인하공대
및 인하공대 대학원현황, 농업협동조합초급대학 현황, 1971년에는 전일제염상황(광업), 요업
생산현황(제조업), 가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가구인원수 별 봉급자 월평균 가계수지,
1981년 통계연보에는 11장 염전 , 12. 제조업 KS 표시허가업체 수 등이 기재해 있다.
-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통계는 지역마다 보건소 인력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를 포함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었
다. 전남통계에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기록사 뿐만 아니라 유사의료인인, 접골사, 침구
사, 안마, 기타까지 포함하고 있었다(양영철, 2015: 416).
7) 해당 지역의 당시 통계연보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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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각 자치단체들도 통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자신들만의 통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강원도가 승인통계를 받을 정도 수준으로 관광통계를 만들고 있다.
제주도는 비록 승인통계는 받지 못했지만 제주도관광협회와 함께 관광통계를 만들어 매일
또는 매달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경남은 녹색성장지표를 국가가 개발한 녹색통계지표 중 경남에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원
유가스 자주개발률, GDP 단위당 국내물질소비, CDM 온실가스 감축인정, GNI 대비 ODA,
ODA 중 녹색 ODA 지표는 제거하고 대신에 경남이 필요한 우수한 1차 산업 관련 산업통계,
녹색교통, 자연환경보호 분야의 지표를 추가하여 총 34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김영순,
2012).
부산은 국제 크루즈 입항과 이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 등을 최근에 변화된 부산환
경에 맞는 관광통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칭) 부산 MICE･관광 R&D
센터를 설립하여 여기에서 부산관광실태를 생산･보급하여 관광통계의 신뢰성, 시의성, 접근
성, 생산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우석봉･이종필, 2014).
이러한 흐름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 시･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지고 있다. 각 지방발전연구원들의 인력과 축적된 연구경험, 그리고 통계
에 대한 지자체 장의 인식전환이 결합이 된다면

풀뿌리 지역통계의 개발을 포함한 지역통

계의 활성화 가능성은 충분하다.

4. 새로운 흐름에 대처 -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
통계환경은 매우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 빅 데이터를 이용한 정책들이 중앙정부뿐만 아니
라 지방자치단체들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에 직접 하는 통계조사는 대상자들의
거부 또는 접촉기회의 감소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임준규, 김두
만,2015:114). 이러한 변화에 풀뿌리 지역통계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다음과 같은 방
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1) 시의성 확보
현재 국가통계의 최대 약점은 시의성이 없다는 점이다(이귀형,1999:11). 중앙집권의 약점인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통계가 필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풀뿌리 지역통계
는 현장에서 생산･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시의성 확보에
유리하다. 최근에 건강심사평가원이 자신들의 확보한 최신의 통계를 공표하자마자 대형병원
들이 기존의 자신들 중심의 진료가 소비자 중심의 진료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다(한국행정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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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 자료의 최대 활용
현재 우리나라는 셀 수 없을 만큼 내부 행정자료가 많다. 행정통계는 대부분 높은 품질과
범국가적으로 조합된 정보이며, 조사통계나 보고 통계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
는 장점이 있다(장온순, 2014: 9).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자료
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에서 제외시켜 중요한 지역통계자료를 사장시키고 있다. 엄밀하
게 말하면 보고통계 자료도 행정자료의 일종이다. 행정통계는 통계작성이 목적이 아닌 행정
업무에서 수반하여 공공기관이 소관 직무 목적으로 작성･취득한 자료라는 점에서는 보고자
료나 행정자료는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자료 수준에 통계자료로 이용하여야 한다(임준규･김두
만, 2015: 159). 내부 행정자료는 통계청이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분류가 어렵지만
자치단체에게는 해당 업무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매우 쉽다.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행정통

계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고 표준화하여 사용한다면 보고자료 만큼 지역통계자료로서 충
분하게 활용이 될 것이다(이강진, 김민경:2011:17)
3) 사이버 거버넌스를 구축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행정에서는 인터넷의 개방성과 접근의 용이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의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사이버 통계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통계 조사대상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협력적
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품질이 좋은 통계를 시의성 있게 생산해내기 위한 사이버 거버넌스의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박화수, 2007: 306).
현재 우리나라 풀뿌리 통계환경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태가 너무나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열악한 지역통계행정현황을 개선하기에
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설령 개선하여 돈과 인력이 보강
되어도 현재처럼 중앙집권적이고 경직된 통계과정과 체제가 개선이 없으면 시의적절한 지역
통계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한 정책관계자들이 big
data 시대에 필요한 통계는 앞에서 제시한 지역통계체제의 개편방향인 시의성 있고 행정자료
를 적절하게 사용하며 사이버 체제로 운영하는 새로운 풀뿌리 지역통계시스템 구축이 시급
하다.
본 연구는 이 새로운 풀뿌리 지역통계시스템으로 사이버의 장점인 유연성과 거버넌스의
장점인 지역자원의 최대 동원이 결합된 (가칭) e-거버넌스 풀뿌리 지역통계센터를 제안해 본
다. 이 센터가 잘 운영된다면 지방자치단체 간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의 통계 자원을 사이버거버넌스를 통해서 총결집되어 최 단기에 풀뿌리 지역통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이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e-풀뿌리지역통계센터는 지방통계 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협력기
관(행자부 등), 협력연구기관(지방자치관련학회), 자문기관(통계청 등), 지원기관(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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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방4단체) 등으로 거버넌스를 이루어 구성한다. 이 센터는 지역통계를 수집･분석한 맞춤
형 통계를 지역 및 국내 관계자뿐만 아니라 해외 수요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이 통계센터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통계 작업하여 현재 단순 보고용인 보고통계보다 자주적･지역적인 조사통계 범위
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통계법이 제정된 1961년 전･후 누락된 통계도 수집･분석하
여 빅 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한 풀뿌리
지역통계는 통계청의 해당 지역통계와 함께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등 해당 국가 언
어로 e-book으로 제작하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통계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시의성과 더불어 지역통계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Ⅴ. 마치면서
빅 데이터 시대는 지역통계, 특히 풀뿌리 지역통계는 작은 통계(little data)라고 관심영역
에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작은 통계라는 것은 범위가 작다는 것뿐이지 질적인 면에서 중
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Christime L. Borgman, 2015:4-7) 오히려 작은 통계인
지역통계는 빅 데이터의 기초가 되는 역할도 한다는 의미에서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통계라
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통계체제를 보면, 지역통계는 국가통계에 예속되어 있어 존재가 미약하
다. 지역통계의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고, 통계과정의 결정권, 통계 수 등 지역통계에 관련된
것 어느 하나 취약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읍･면･동 및 리･통이 포함
된 풀뿌리 지역통계는 개념조차 없는 상태이다. 풀뿌리가 약하면 나무 자체가 취약한 것처
럼, 국가통계도 풀뿌리 지역통계 없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본 연구는 풀뿌리 지역통계
의 활성화 방안으로 자치단체장과 주민을 비롯한 풀뿌리 통계 수요자임과 동시에 공급자들
이 풀뿌리 지역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에서부터 시작하여, 인프라 확충, 지역통계자
치권의 확보, 지역통계 수의 확장을 제안하였다.
규모의 경제를 내세워 규모가 작은 지역은 큰 조직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인
지금의 행정 분위기를 볼 때 본 연구의 제안이 설득력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작은 지역
도 민간위탁이나 여러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음은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Rovert Mohr, Steven C. Deller,
2010: 894-5). 본 연구에서 e-풀뿌리지역통계센터를 통한 풀뿌리 지역통계의 활성화 방안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이다. 사이버에 의한 참여(e-participation)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시민참여를 촉진시키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Michael J. Ahn and Stuart Bretschneider, 2011:415) e-풀뿌리지역통계센터의 설립의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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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고 하겠다. IT 및 빅 데이터의 비약적인 발전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이 새
로운 정보와 소통의 기술들을 이용하여 수많은 정보를 검색･분류･통합하는 방법과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이것은 결국 주민과 정부 간의 상호교류를 기대이상 활발하게 하고
있는 많은 성공적 사례들은 본 연구가 제시한 e-풀뿌리지역통계센터의 가능성을 말해 준다
하겠다(이지영,2015:95-6). 본 연구는 통계전공자가 아닌 행정학 전공자가 작성한 논문이기에
통계과정과 제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때문에 지역통계의 분류에 따른 실질적인 분석이 이
루어지지 못한 채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정책제안에 중점을 둔 나머지
이론적 연구부분이 취약한 점이 연구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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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ask for Statistics in Korea: An Activation Plan for Grassroots Local
Statistics
Yang, Yong-Chul
Statistics is the practice of collecting and analyzing numerical data of social issues and
phenomena. Statistical accuracy affords the reliable information on the successive history of the
past, today, and the future. Local statistics, a subdiscipline of statistics, lay the foundation for a
wide range of affairs, ranging from social policy decision making of local governments to that of
local residents and enterprises. Also, it is the main factor of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of national
statistics data, thus functioning as its ground work.
This influential discipline has, however, not yet been able to play its role in Korea due to
absolute insufficiency in infrastructure and the satellization of national statistics causing the
absence of statistical autonomy. Grassroots local statistics, defining the concepts of EupㆍMyeonㆍ
Dong grassroots governance, has shown little or no performance so far. Considering the fact that
local statistics cannot exist without grassroots statistics and may exacerbate the current national
statistic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ctivation plan for grassroots local statistic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oundation of statistics in the era of Big Data.
Key words : local statistics, Statistics korea, big data, national statistics, cyber statistics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