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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호남지역관리부 출범
- 2020년 산업 구조 파악을 위한 경제총조사 본격적 준비 돌입 -

□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호석)은 2021년 5월 11일(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호남지역관리부」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총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하는 대규모 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2015년도의 전수조사와 달리 표본조사를 도입

하여 응답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응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조사(PC, 모바일)와 E-mail, Fax 등 비대면 조사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는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조사임을
강조하고, 본 조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체의 적극
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 방문조사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조사원과 응답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동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붙임】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개요
□ (개요) 경제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각종 경제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제 통계 인프라
*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와 함께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3대 총조사 중 하나

□ (조사주기) 매 5년
* 기존의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를 2011년에 제1회 경제총조사로 통합

□ (대상) 전국의 사업체(모집단 약 667만개 사업체 중 약 330만개 조사)
* 국제기구, 가구내 자가소비, 농림어업(가구) 등 일부 산업을 제외

□ (조사항목) 총 37개(전산업 공통항목 13개, 세부산업별 특성항목 24개)
* 조사항목: (‘10) 45개 → (’15) 35개 → (‘20) 37개

□ (조사체계) 통계청 주관, 지방자치단체·지방통계청 실시
◦ (동원인원) 약 1.7만명 / (예산) 국비 571억원, 지방비 79억원
□ (활용) 통계작성 및 경제·지역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① 국민소득과 지역소득의 기준년 추계 및 과거 자료 개편의 기초자료
② 표본조사 방식의 각종 연간·월간 통계의 표본 추출 모집단 제공

③ 산업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통한 경제 정책의 기초자료
* 예: 산업분류를 활용한 서비스 경제 규모 및 발전 속도 측정

④ 소지역(읍·면·동) 단위 통계 작성 및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맞춤형 지역
정책의 기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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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호남지역관리부 현판식 사진자료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호남지역관리부 현판 제막식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호남지역관리부 출범 기념 떡케익 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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