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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개발원(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SRI)은 2006년에 개원한 이래 국내에 유일
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가통계⋅조사 방법론의 발전과 데이터기반 정
책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SRI는
“광출어혁(光出於革)”의 정신, 즉 혁신에(革) 기반한 실용적인 「팀연구」를 통해서 국
가통계⋅데이터과학의 미래를 밝히고자(光) 노력하였습니다.
의 「2020년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혁신연구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제⋅사회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 설계 연구를 비롯해서 「데이터기반 인구⋅사회⋅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혼인⋅저
출산⋅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심층 분석,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지원하
는 지역사회지표 체계구축, 그리고 SDG를 활용한 남북한 통합통계 방안 등입니다.
또한 2020년 2월에 출범한 「SDG 데이터연구센터」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이행
현황 점검과 SDG 대국민 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는 실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SRI

국가통계⋅데이터과학⋅조사방법론 분야에서는 「데이터 정보보호센터」를 중심으
로 개인정보보호 방법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적용 등 실용적인 연구가 진행되
었습니다. 또한 「조사표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활용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사용성 평가를 비롯해서 「조사표 인지실험」을 적용한 국가통계의 품질개선이 이루어
졌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데이터과학(Data Science)을 국가통계에 활용하고자하는
기초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데이터 혁신 방법론」의 새로운 전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금년에 개원 15주년을 맞는 SRI는 본 연구보고서가 증거기반정책 입안자의 데이
터 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통계 생산자의 혁신적인 조사방법론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RI가 「국가통계 싱크탱크」로
서 국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격려를 부
탁드립니다. 국가통계의 도약과 혁신적 개발을 위하여 제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
하여 주십시오. 겸허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2020년 연구보고서」를 위하여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광출어혁(光出於革)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한 연구진과 대내외적으로 협력⋅공동
연구에 참여한 민⋅관의 연구자들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및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년 4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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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 국가들의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본격 도입되고 새로
운 변화에 대응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경제‧사회 등 다양한 측면
에서 기회와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입안자, 연구자 등의 수요자 관
점에서 코로나19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표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동 연구는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통계지표 프레임워크의 개념정립에 중심을 두고 이
에 기반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하위지표들을 국가승인통계 및 공공기관의 공
신력 있는 행정자료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검토하였다. 프레임구축을 위해 국내의
다양한 지표체계를 참고하였으며, 해외 주요 4개국의 코로나19와 관련된 통계지표 서비
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해외 주요국에서 코로나19의 현황을 적기에 파악하
기 위해 실시하였거나 진행 중인 다양한 형태의 조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
회‧경제 영향 지표는 관계의 범위를 나타내는 동심원 모형과 관계의 내용을 정리한 상
호작용 모형을 통해 개념화하였다. 지표체계의 각 영역은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정도, 정책적 중요도 및 국민적 관심 등에 기초하여 선정‧정리하였다. 또한 하위지표는
지표의 명확성, 정책 반응성, 맥락 적합성 등의 적절성(relevance) 측면과 자료의 신뢰
성, 대표성, 시의성 등의 품질(quality)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하고 이를 다시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 지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가 국가발전 및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내의 각 부문별 영향을 체계적
이고 일관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영역구
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하위 지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숙고가 다소 부족
하였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불확실성 요인
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코로나19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일반화된 감
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지표 체계 구축으로 연구
를 보다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코로나19, 지표체계, 경제‧사회 영향, 지표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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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전세계 국가들의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
치고 있음
◦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코로나19는 2020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와 남미,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에 확산되었음
◦ 심각한 집단감염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전 세계 국가들은 통상적인 역학조사를
통한 방역대책 외에도 지역봉쇄, 활동제한, 이동제한 등의 고강도 대책을 실시해
왔음
◦ 그 결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들의 경제활동, 시민들의 문화생활, 정치
활동, 교통과 이동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받음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의 정
책적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코로나19는 2020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와 남미,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언제 팬데믹이 종결될지에 대한
예측도 어려운 상황임
◦ 팬데믹의 지속과 그에 따른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 경제생활 운영의 중단
은 경제적 침체, 빈곤과 실업의 증가, 소수자 혐오 및 사회적 갈등 증가, 정신적
우울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킴
◦ 각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방역 외에도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위기 대응, 빈곤과 실업 구제, 사회적 질서 유지 등 다양한 정책적 노
력과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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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위해 현실 변
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통계 지표가 필요
◦ 증거 기반의 국정운영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지표는 정책 결정과 집행, 평가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활용됨
◦ 코로나19처럼 과거의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고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함
◦ 위기 상황에서는 왜곡된 정보와 가짜 뉴스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발생 가
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SNS, 소셜 미디어와 같은 미디어 환경이 정보 혼란을
증폭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코로나19 사회, 경제 영향 지표는 정책 판단과 결정, 국민과의 정책적 소통, 정책
평가와 환류 등을 목적으로 함
◦ 코로나19와 같은 전반적 위기 상황에서는 시의적절하고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수많은 생명과 재산의 수호를 좌우하기 때문에 정책 판단과 결정을 위해 현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빠르고 정확한 지표가 필수적임
◦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왜곡된 정보와 가짜 뉴스는 이를 가중
시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방역뿐 아니라 사회, 경제 상황을 보고, 소통할 수 있
는 지표의 생산이 절실함
◦ 과거 경험과 해외 사례 등 참고할 자료가 없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는 정책들의 효과와 예상치 못한 결과 등에 대한 지표를
통한 정보 제공은 평가와 환류를 통한 정책 개선의 소중한 자료임
2. 연구내용과 범위

□ 이 연구는 코로나19라는 경제‧사회적 불확실 요인에 의해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
서, 얼마나,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체계
를 구축하는 기초 연구임
◦ 동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금번 연구에서는 통계지표 프레임워크의 개념 정립에
중심을 두고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하위지표들을 정리함
◦ 따라서 각 영역의 고도화 및 세부지표의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는 후속연
구를 통해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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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지표 작성방법론(변준석 외, 2019)에서 제시하는 지표작성의 6단계 중 2단계
까지의 작업으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1차적인 하위지표 구성을 이 연구의 범
위로 규정함

출처: 변준석 외(2019), 정책지표 작성 방법론, 통계개발원

<그림 1-1> 지표작성의 6단계

3. 추진방법

이 연구의 진행에 있어 짧은 기간 내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선 기존사례의 수집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국내 사례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특정한 경우가 없어 일반적 사례로 국가발전
지표체계, 삶의 질 등 참조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검토함
◦ 코로나19 관련 통계 지표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비교‧검토함

□

□

프레임워크의 개념과 지표체계의 영역, 하위지표 초안을 작성한 후 각 영
역별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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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주요국의 코로나19 통계 서비스 현황

1. 캐나다

□ 캐나다는 중앙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Impacts of
COVID-19 on Canadians 등을 비롯한 새로운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등 발 빠른 대
응을 하고 있다.
◦ 캐나다 통계청은 ｢COVID-19｣ 홈페이지를 통해 COVID-19 관련 데이터, 지리적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 서비스, 캐나다 경제 상황판, 주간 조정 사망자수‧예상
사망자 수‧초과사망률 등을 추정하여 보여주고 있음.

<그림 2-1> 캐나다 통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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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캐나다 통계청 홈페이지의 코로나 상황판

◦ 또한 이외에도 코로나 관련 기사(StatCan COVID-19: Data to Insights for a Better
Canada), 경제, 건강, 노동, 사회 등의 주제별 분석자료와 코로나19와 관련된 주
제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비스하고 있음

<그림 2-3> 캐나다 통계청의 코로나19 관련 정보 서비스 사례

□ 캐나다 경제 대쉬보드는 주간 분석 해설과 함께 18개의 지표를 통합하여 캐나다
의 경제 활동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을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통해 편리하게 모
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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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경제 대쉬보드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통계 지표는 다음과 같음
① 실질 국내총생산 Real gross domestic product
②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③ 고용(명) Employment
④ 국제상품무역, 수출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exports
⑤ 국제상품무역, 수입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imports
⑥ 도소매 판매량 Retail trade sales
⑦ 주업의 실 근무시간 Actual hours worked at main job
⑧ 제조업체 판매 Manufacturers' sales
⑨ 항공기 이동(국내) Aircraft itinerant movements, domestic
⑩ 항공기 이동(국경 통과) Aircraft itinerant movements, transborder
⑪ 항공기 이동(기타 국제) Aircraft itinerant movements, other international
⑫ 철도화물량 Railway carloadings
⑬ 미국 여행자(명) Travellers from the United State
⑭ 타국 여행자(명) Travellers from other countries
⑮ 미국에서 귀국하는 캐나다 주민 Canadian residents returning from United States
16 타국에서 귀국하는 캐나다 주민 Canadian residents returning from other countries
◯
17 풀 서비스 레스토랑 매출 Sales at full-service restaurants
◯
18 한정적 서비스 레스토랑 매출 Sales at limited-service eating places
◯

◦ 상기 통계지표에 대한 그래프를 선택적으로 시각화하여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음

<그림 2-4> 캐나다 통계청의 통계지표 시각화 서비스 사례

□ 한편 코로나19로 캐나다 통계청이 신규로 작성한 통계는 현재(’20.10.30.기준) 총
5종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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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캐나다인에게 미치는 영향((Impacts of COVID-19 on Canadians: Data
Collection Series)

작성목적: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상
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역사회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팬데믹
발생 전후에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 위함
- 작성방법: 크라우드 소싱 설문
- 작성차수별 주제
-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기간
4월 3일~4월 24일
4월 24일~5월 9일
5월 12일~5월 25일
5월 26일~6월 8일
6월 23일~7월 6일
6월 9일~6월 22일
8월 4일~8월 24일

주제
코로나19가 캐나다인에게 미치는 영향
당신의 정신건강
안전에 대한 인식
타인에 대한 신뢰
장기적 조건과 장애를 가지고 생활
유행병기 동안의 육아
차별 경험

◦ 캐나다 관점 조사 시리즈(Canadian Perspectives Survey Series, CPSS)
- 작성목적: 캐나다인들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전달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정책을 알리기 위해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과 기타 조직에서 활용하기 위함
- 작성방법: 웹 패널
- 작성차수별 주제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기간
3월 29일~4월 3일
5월 4일~5월 10일
6월 15일~6월 21일
7월 20일~7월 26일
9월 14일~9월 20일

주제
코로나19의 영향
코로나19 영향 모니터링
코로나19 기간 중 경제‧사회 활동
팬데믹 기간 동안 활용된 정보 출처
팬데믹 기간 동안의 기술 이용과 사이버 보안

◦ 코로나19가 범죄 피해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Impacts of COVID-19 on Canadian
Victim Services, ICCVS)

작성목적: COVID-19가 캐나다 피해자 서비스 제공 능력에 영향을 준 요인과
서비스 운영 조정 방식 등 COVID-19의 영향이 캐나다 범죄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
- 작성방법: 이메일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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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주기: 1회(6월 29일~7월 13일)
◦ COVID-19 대유행이 고등학생에게 미치는 영향(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

on postsecondary students, ICPPS)

작성목적: 교육, 고용 및 재정적 영향 등 COVID-19 대유행이 고등학생에게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통찰력 제공하기 위함
- 작성방법: 크라우드 소싱 설문
- 작성주기: 1회(4월 19일~5월 1일)
◦ 캐나다 기업실태조사(The Canadian Survey on Business Conditions, CSBC)
- 작성목적: COVID-19와 같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캐나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부기관, 상공회의소 및 협회 등 기업의 생존과 지속성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매커니즘 고안을 지원하기 위함
- 작성방법: 전자설문
- 작성주기: 1회(9월 15일~10월 21일)
-

2. 영국

□ 영국 통계청은 분산형 통계제도임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지표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 지표에 대해 간단한 분석 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그림 2-5> 영국 통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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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홈페이지에 있는 ｢Coronavirus(COVID-19)｣ 버튼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통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그림 2-6> 영국 통계청의 코로나19 관련 통계자료 서비스 화면

□ 코로나19 관련 통계자료는 주간 사망자 동향,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다음과 같이 서비스하고 있음

<그림 2-7> 영국 통계청의 코로나19 관련 통계자료 서비스 내용 예시

◦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간행물 및 관련 논문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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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화되는 영국 경제와 사회에 대한 주요 지표에 대해 각 분야
별로 설문조사 또는 기존 자료의 수집을 통해 주간 단위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① 코로나 바이러스의 비즈니스 영향(Business impact of the coronavirus)
– 개요: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을 조사하는 비즈니스 영향분석 조사
– 조사항목: 매출액, 수입수출, 주식, 재정적 접근 등에 대한 조사
②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국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s of the coronavirus on Great Britain)
– 개요: 코로나바이러스의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의견 및 생활습관조사
– 조사항목: 사회에 미친 영향 이해, 외출, 예방책, 직장 등에 대한 조사
③ 회사설립 및 자발적 폐업 신청(Company incorporations and voluntary dissolution
applications)

– 개요: Companies house(회사 등록 및 관리 담당 행정기관)의 행정자료를 이용
하여 회사 설립 및 자발적 폐업에 대한 주간지표 제공
④ 온라인 구인 광고(Online job adverts)
– 개요: 직업광고 집계 웹사이트 Adzuna의 데이터를 사용, 영국 구직시장을 다루
는 실험적인 온라인 직업광고지수로 직업광고수는 노동수요의 지표로 활용
⑤ 음식과 음료제품의 온라인 가격 변동(Online price change in food and drink basket)
– 개요: 영국 대형 소매점 표본으로부터 매일 웹 스크랩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주간 가격변동 지표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에 대응하여 더 빠른 지표의 일부로 생성된 실험적 데이터
* ’20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장바구니에 포함된 품목들에 대한 가격을 수집함

⑥ 방문고객수(Footfall)
– 개요: 고객활동에 대한 데이터 제공업체인 Spingboard사(리테일 데이터 회사)
의 데이터를 사용한 영국 자체 기준의 소매 목적지 일일 고객지수
– 작성방식: 시내중심가, 상점거리, 쇼핑센터 점주에 걸쳐 전년도 같은 날과 비
교하여 방문고객수를 측정
⑦ 도로와 교통 카메라 데이터(Roads and traffic camera data)
– 개요: 교통부(DfT)는 영국 전역의 약 275개 현장의 자동교통량 데이터를 이용
해 매일 도로교통량 추정치를 산출
* 교통카메라는 이동패턴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을과 도시의 활동수준을 이해하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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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선박(Shipping)
– 개요: 모든 선박과 화물 및 유조선 수를 기반으로 한 선박 지표
⑨ 주택 에너지 성능 인증서(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
– 개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신규 및 기존 주거지에 대한 주간 에너지 성능 인
증서 데이터
* 에너지 성능 인증서는 완료된 건설과 거래에 대한 시기적절한 지표로 사용됨

⑩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 개요: 월 부가가치세 경기동향지수 및 영국국세청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사용
된 데이터를 이용한 신규 부가가치세 리포터
– 특징: 최초로 부가가치세 환급 회사의 수치를 측정한 지표로, 신규 부가가치세
신고자는 창업 횟수와 관련 있으며 사업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추정치가 됨
□ 한편 코로나19로 영국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다음과 같음
◦ 의견 및 생활습관조사(Opinions and Lifestyle Survey, OPN))
- 기존 월간으로 진행되는 OPN에 옴니버스 형식으로 코로나 관련 설문(Social
impacts of the coronavirus on Great Britain)을 추가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국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주간 단위로 설문조사 함
- 또한 특별 부가조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에 대한 조사(Coronavirus and
depression in adults)*를 실시
* OPN에 참여하는 성인 응답자에게 8개 항목의 PHQ-8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우울증 스
크리너를 사용하여 일련의 질문을 받아 우울증 증상 점수를 확인

-

작성방식: 온라인 설문(필요시 전화조사 실시)

◦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의 비즈니스 영향 설문조사(Business Impact of Coronavirus
(COVID-19) Survey)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기업의 재무 및 운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2주 간
격으로 수집
- 작성방식: 온라인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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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중인 조사
- 학생 코로나바이러스 이해 연구(Student Covid Insights Study)
․수행기관: 영국 통계청(ONS), 보건사회복지부(DHSC), 영국공중보건부(PHE),
교육부(DfE)
․조사내용: 개인에 대한 기본정보, 개인의 건강과 웰빙, 코로나19 대유행 기
간 동안의 대학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대학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조사방식: 이메일 조사
- 건강과 웰빙 연구(The National Study of Health and Wellbe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2020)

․수행기관: 영국통계청 및 국가사회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Social Research,
NatCen)

․조사내용: 건강과 웰빙, 가족 및 친구와의 접촉,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의
경험과 생각 등
․조사방식: 온라인 조사
* 2017년에 수행된 조사(어린이 및 청소년 9,000명)의 후속 조사로 2020년 연구는 5~22세 사이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3. 뉴질랜드

□ 뉴질랜드 통계청은 다른 나라 통계청에 비해 홈페이지 내 코로나 상황판을 상대
적으로 비중있게 다루고 있음
◦ 코로나19 관련 업데이트되고 있는 최근 보고서와 관련 데이터 전체를 볼 수 있
는 Data Portal로 구분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 ‘Latest Updates’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주
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코로나19가 무역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임대가격지수’,
‘해외여행자’, ‘카드사용 실적’ 등은 월간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생활비 물
가지수’, ‘노동시장통계’ 등은 분기로 업데이트되며 기존 자료에 누적하여 서비
스하고 있음

코로나19의 경제·사회 영향 측정지표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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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뉴질랜드 통계청 홈페이지

<그림 2-9> 뉴질랜드 통계청 홈페이지의 코로나19 관련 최신 통계보고서

□ 한편 코로나19 데이터 포털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통계는 경제, 건강, 소득보조
금, 사회 등의 부문에 걸쳐 그래프 및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하고
있으며 일별, 주간 등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음
◦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 중인 자료는 5개 종류, 26개 범주의 122개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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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범주

전반적 상황

비즈니스

지표
지역별 업체 수
지역별 직원 수
광대역 사용량
산업별 카드 거래 지출
카드 거래 총 지출
연료 공급량
우유 생산

활동

뉴질랜드 활동 지수 (NZAC)
지역별 임대 보증금-활성
지역별 임대 보증금-마감
지역별 임대 보증금-등록
소매 판매 지수
지역별 주간 평균 임대료

자신감

체감경기
제조업지수
온라인 구직 광고
산업별 온라인 구직 광고
지역별 온라인 구직 광고
월간 수입

경제

월별 고용
고용

월별 고용 (연령별)
월별 고용 (성별)
월별 고용 (산업별)
월별 고용(지역별)
미국 실업급여 신청건수
주간 고용 (34 일)
주간 평균 수입 (34 일)
은행 어음 수익률
외환
신규 주택 담보 대출 (LVR 80 % 이상)
신규 주택 담보 대출 (LVR 80 % 이하)
차용자 유형별 신규 주택 담보 대출

금융

투자자에게 새로운 주택 담보 대출
신규 주택 담보 대출 건수 (LVR 80 % 이상)
신규 주택 담보 대출 건수 (LVR 80 % 이하)
신규 주택 담보 대출 건수
투자자에게 새로운 주택 담보 대출 건수
소기업 현금 흐름 (대출) 제도

무역

무역 가중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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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범주

지표
상품 가격 지수
상품별 수출 (값)
국가별 수출 (값)
상품별 수입 (값)
국가별 수입 (값)
항공화물

경제

항공기 운항횟수
운송

항공기 이륙중량
해상화물
주간 교통량
매일 국경교차-도착

여행

매일 국경교차-출발
일일 국경교차 (항구 별)-도착
일일 국경교차 (항구 별)-출발

비자

학생 비자
취업 비자
인구통계 사례
뉴질랜드 사례수

코로나19

격리 및 관리 격리 수치
지역보건위원회의 사례 출처
지역보건위원회의 사례 상태
일일 테스트

일반건강
건강

건강상태
수면량
평온
우울증 / 불안

정신건강

신경질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가족 건강에 대한 걱정
연령별

주간 사망률

나이와 성별
지역별
구직자 지원
민족별 구직자 지원-준비완료
MSD 지역별 구직자 지원

소득지원

혜택들

MSD 지역별 구직자 지원-마오리
MSD 지역별 구직자 지원-뉴질랜드 유럽
MSD 지역별 구직자 지원-기타 민족
MSD 지역별 구직자 지원-태평양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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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범주

지표
지역별 구직자 지원-(월간)
지역별 구직자 지원-마오리
지역별 구직자 지원-뉴질랜드 유럽
지역별 구직자 지원-기타 민족
지역별 구직자 지원-태평양 지역주민
지역별 구직자 지원-매주
지자체별 구직자 지원-매주
인구 비율
모든 특별 보조금

고난 보조

식품에 대한 특별 지원 보조금-(주간)
지역별 식품에 대한 특별 지원 보조금
민족별

소득지원금

성별 소득지원금
관계별 소득지원금
소득지원

소득지원금

코로나19 소득지원금 수취인 수
연령대별 코로나19 소득지원금 수취인 수
지역별별 코로나19 소득지원금 수취인 수
지자체별 코로나19 소득지원금 수취인 수
임금보조금
임금 보조금 지급액
임금 보조금 환급액

임금보조금지원

신청건수
지원되는 직업 수
임금보조금 연장이 지원하는 일자리 수
송금 서류 수
임금 보조금 환급 건수

임금보조금연장

임금 보조금 연장 지급액
임금 보조금 지급 신청 관련 일자리수
MSD 지역별 주택보조수당

보조지원

주택보조수당
임시 추가 지원 및 특별 혜택

범죄와 안전
제너럴 웰빙

COVID-19 관련 신용 사기
필수 서비스를 오가는 안전
전반적인 웰빙
청구서 충족 능력
소득의 변화

사회
가계금융

가계재무상황에 대한 확신
신용 대출
저축한 돈 사용

생활만족도

생활 만족도-MoH

코로나19의 경제·사회 영향 측정지표 구축방안 연구

종류

범주
개인금융

사회
사회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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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COVID-19가 근로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불안
지난 7일간의 외로움
타인과 관계유지

□ 뉴질랜드는 분산형 통계제도로 통계청뿐 아니라 재무부, 뉴질랜드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지표들을 생산하고 있음
◦ 가구별 노동력조사(The Household Labour Force Survey) 부가조사
- 작성주기: 분기
- 주요내용: 지난 주 일을 하지 않은 이유, 평소보다 적은 시간 일한 이유, 원하
는 시간보다 적은 시간 일한 이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재택근무 여부
및 재택근무 기간, 향후 12개월 동안 의사와 상관없는 실직 가능성, 개인 웰빙,
물질적 어려움, 주택비용 및 품질 등
- 작성방식: 전화조사
◦ 뉴질랜드 활동지수(New Zealand Activity Index, NZAC)

<그림 2-10> GDP와 NZAC 추이 비교

작성기관: 뉴질랜드 재무부(뉴질랜드 은행, 통계청이 공동 개발)
- 작성주기: 월
- 통계종류: 가공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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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 상황, 구직자 수, 트럭 운행현황(교통량에 따른 2종류 지표), 전자카드 거래, 전력
발전, 신규 채용정보, 제조업생산지수 등 8개 개별지표를 가중평균

-

주요특징: GDP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신속한 경제상황 정보 제공 가능

4. 호주

□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 내에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특히 대화
형 지도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을 시각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음
◦ 코로나19 상황판은 병렬형으로 크게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됨
* 7개 영역: 호주 통계청의 코로나19 대응 개관 및 거시경제 지표, 대화형 지도 서비스, 노동통계,
경제 및 산업통계, 개인 및 건강 통계, 통계적 이슈, 주요 통계의 공표 일정

<그림 2-11>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

◦ ‘노동’, ‘경제 및 산업’, ‘개인 및 건강’ 부문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통계지표는
다음과 같음
‣ 노동 통계(Labour statistics)
① 호주 주간 급여 일자리 및 임금(Weekly Payroll Jobs and Wages in Australia)

코로나19의 경제·사회 영향 측정지표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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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원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
로 주간 급여 일자리와 임금에 대한 실험적인 추정치를 제시
- STP(Single Touch Payroll: 일관급여보고제도) 시스템을 통해 호주 세무서에 보
고하는 모든 고용 사업체(대·중소기업의 약 99%, 중소기업의 약 70%)에 대해
총 일자리와 총 급여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함
② Tourism Satellite Accounts 관광위성계정
- 관광 관련 취업자외 일자리에 대한 실험적 분기별 통계 제시
- COVID-19가 관광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분기별 관광 고용 및
일자리의 실험적 추정치
③ Labour Force 노동력 조사
- 지역 노동 시장 정보를 포함하여 COVID-19가 호주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상세한 노동력 데이터
- 실업률, 고용, 노동시간, 고용미달, 참여율 등 제공
- COVID-19

‣ 경제 및 산업 통계(Economy and industry statistics)
① 코로나19의 비즈니스에 미친 영향(Business Impacts of COVID-19)
- 고용 규모별, 업종별 지난 한 달 동안의 사업 수익 변화 및 향후 한 달 전망
- 고용 규모별, 업종별 지난 한 달 동안의 운영비 변동 및 향후 한 달 전망
- 고용 규모별, 업종별 변화 지난 한 달 동안의 직원 수 및 향후 한 달 전망
- 고용 규모별, 업종별 향후 한 달간 취업자 수 변화 예상
- 고용 규모별, 업종별 현재 수중 현금으로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
- 고용 규모별, 업종별 지난 6개월 동안 추가 자금을 구한 기업
- 고용 규모별, 업종별 추가 자금을 구하는 목적
- 고용 규모별, 업종별 추가 자금을 구하지 않는 이유
- 업종별, 고용 규모별, 현재 대출 상환 연기액에 액세스하고 있는 기업
② 예비 국제 상품 무역(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Preliminary, Australia)
- 호주의 국제상품(상품) 거래에 대한 예비 추정치를 제공
- 추정치는 내무부에서 제출한 행정자료(관세기록)로 부터 취합
③ 예비 소매 무역(Retail Trade, Australia, Preliminary)
- 호주의 소매 거래량에 대한 월별 잠정 집계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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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및 건강 통계(People and health statistics)
① 코로나19가 가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Household Impacts of COVID-19
Survey)

② 잠정 사망률 통계(Provisional Mortality Statistics)
- COVID-19 전염병 및 회복 기간 동안 사망 패턴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잠
정 사망 데이터
- 매월 업데이트
③ 잠정적 해외여행통계(Overseas Travel Statistics, Provisional)
- 초기 국경 통과, 호주 입·출국, 관광 여행을 포함한 국제 여행에 대한 잠정 통계
④ 해외 도착 및 출발(Overseas Arrivals and Departures, Australia)
- 관광여행, 호주 입·출국 등 국제여행 통계
⑤ 국민 건강 설문 조사(National Health Survey: First results)
- 장기적인 건강 상태, 정신적 행복, 건강 위험 요소 등 건강 통계에 대한 주요
결과 제시
□ 호주는 코로나19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뿐 아니라 기존의 행정자료
를 이용한 가공통계를 생산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 호주의 주간 급여 일자리 및 임금(Weekly Payroll Jobs and Wages in Australia)
- 주요내용: 코로나19가 근로자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간 급여 일자리와 임금에 대한 실험적인 추정치를 제공
- 작성방법: 행정자료(Single Touch Payment)를 기초로 작성하는 일종의 가공통계
- 작성주기: 격주(매주 화요일 공표)
◦ 코로나19가 기업경영에 미친 영향(Business Impacts of COVID-19)
- 주요내용: 기업일반사항(영업여부, 자영업 여부), 매출․영업비용․종사자 수 등
에 대한 전월 실적 및 다음 달 예측, 현 재정상태에 근거한 향후 영업지속 기
간, 지난 6개월간 추가 자금조달 여부 및 이유, 대출상환 연기 여부 및 이유 등
- 작성방법: 전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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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주기: 월

◦ 코로나19가 가구에 미친 영향(Household Impacts of COVID-19 Survey)
- 주요내용: 개인 및 가구에 대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매 조사별로 핵심 주제
를 선정하여 조사
․ 코로나19로 인한 개인건강 관리 및 우려 정도, 재택 근무 등
․ 재정적 스트레스, 재정지원금 사용현황, 행복감, 가족․지인과의 접촉, 일자리상황 등
․ 보건서비스 이용현황, 사회적 거리, 스트레스 요인, 생활방식의 변화, 외부(타인
또는 기관)로 부터의 지원 여부, 일자리 상황 등
․ Job Keeper 지급대상 여부, 코로나19지원금 수령 여부, 코로나19 동안 육아 및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지원, 일자리 상황 등
․ 코로나19 규제완화 후 활동, 독감 예방접종, 자녀돌봄 등 각종 활동에 소비되는
시간, 일자리 상황 등
․ 소비습관의 변화, 재정적 스트레스, 재정지원금 사용현황, 활동 복귀 여부, 여행
의향, 일자리 상황 등
․ 개인․가정의 스트레스 요인, 행복감, 생활방식 변화, 원격건강 서비스 이용, 호
흡기 감염에 대한 관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현황, 이사의향, 일자리 상황 등
․ 코로나19 규제 이후의 삶, 무급 가사노동 및 돌봄, 정신건강 및 관련 서비스,
일자리 상황 등
․ 재정지원금 사용현황, 코로나19 관련 최근 4주 동안의 활동, 개인 건강에 대한
우려 수준, 독감 예방접종, 일자리 상황 등
․ 행복감, 코로나19 예방조치, 가계 재정상황, 일자리 상황 등
․ 국내 및 해외여행 계획, 코로나19 증상 및 예방조치, 개인 및 가정의 스트레스
요인, 가계 재정상황, 연금 조기 사용, 일자리 상황 등
- 작성방법: 전화 및 온라인 조사
- 작성주기: 월(조사시행초기 월에는 격주 조사)
- 주요특징: 패널 가구의 18세 이상 자발적 참여 가구원 약 1,500명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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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앞서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통계
상황판을 마련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 또한 각 나라별로 기존 통계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나 보다 시의성 있는 통계
지표가 필요할 경우 신규 통계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존 통계의 부가조사 형태로
관련 지표들을 생산‧서비스하고 있음
□ 주목할 점은 앞서 사례로 든 주요국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통계지표 생산에 매
우 신속히 대응하고 있었음
◦ 영국의 경우 ’20년 3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각국의 통계제
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영국의 경우 분산형 통계제도이나 공식통계, 국가통계, 시범통계 등 관리체계를
다양화하고 있어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긴급조사를 진행하는데 제도적 한계는 미
미했을 것임
◦ 또한 캐나다의 경우는 중앙집중형 통계제도로 필요한 통계지표를 중앙통계기관
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각종 분석을 수행함에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됨
□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사회의 불안 요인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긴급 조사에 대한 제
도적 보완, 인프라 구축 및 방법론 개발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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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코로나19 경제‧사회 영향 지표체계

1. 코로나19 경제‧사회 영향지표체계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 코로나19 사회, 경제 영향 지표는 사회, 경제적 상호작용 모형과 동심원 형태의
만다라 모형에 기반하여 코로나19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개념화함
◦ 동심원 형태의 만다라 모형은 개인을 중심에 두고 개인을 둘러싼 집단과 공동
체, 사회의 범위가 확장되어 가는 관계를 표현함
- 개인과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한 접촉을 하는 집단은 핵심공동체로서 가족과 친
구 등 친밀성과 일상적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남
- 비공식적 광역공동체는 이웃이나 동호회, 직장 동료 등 일상적 접촉일 일어나
지만 친밀성과 빈도에서 핵심 공동체보다 낮은 수준임
- 공식적 광역공동체는 정부, 노동시장, 기업, 자발적 결사체 등 직접적 상호작용
보다는 간접적, 매개적, 기능적인 상호작용이 위주가 되는 거시적 단위와의 상
호작용 관계임

<그림 3-1> 개인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형태의 관계형 만다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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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은 비공식적, 공식적 광역공동체와의 대면적 상호작용은 줄이
고 비대면적 상호작용으로 대체하며, 핵심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은 늘리는 방향
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직장에서의 재택근무 실시, 학교에서의 비대면 수업 등은 모두 비공식 광역공
동체에의 참여를 줄이고, 집을 중심으로 한 핵심공동체에서의 시간과 활동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옴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활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비공식적 광역공동체
에 대한 참여와 활동의 변화를 야기함
- 식당, 여행지, 극장 등을 비롯한 서비스업, 상점을 비롯한 유통업 등에서 수요
의 대규모 감소가, 비대면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통신과 배달 및 운수업,
온라인 서비스 등에서 수요의 대규모 증가가 나타남
◦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모형은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 참여하며 상호작용하
는 내용과 형식을 기초로 함
- 개인은 생존과 욕구 충족, 가치의 실현을 위해, 또한 일상적 습관에 따라 다양
한 상호작용에 참여하게 됨
- 상호작용은 앞서 살펴본 만다라 모형에 제시된 범위에 따라 아래 그림에 제시
된 바와 같은 다양한 내용을 갖게 됨
-

<그림 3-2> 개인과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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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직접적이고 원초적이며 필수적인 욕구 충족과 생존의 필요는 미시적으로
는 가족에서, 거시적으로는 시장을 통해 충족되며,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시장을
통한 상호작용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어남
- 친구나 노동시장, 공동체 집단에서 일어나는 이차적 욕구충족과 가치추구를 위
한 상호작용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어남. 그에 따라 사회
적 수요와 공급의 재편이 빠르게 일어남
- 가족 외부의 확장된 관계에서 이루어지던 상호작용이 집을 중심으로 가족 내로
제한될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 등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가족 내 돌
봄과 상호작용의 급속한 증가는 부적응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 동심원 모형과 상호작용 모형을 결합하여 코로나19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보여
주는 지표체계의 개념적 모형 작성 가능
◦ 동심원 만다라 모형에서 핵심공동체 및 비공식 광역공동체는 그림의 왼편에 원
과 타원 형태로, 공식 광역공동체는 그림의 오른편에 직사각형으로 표시됨
- 핵심공동체와 비공식 광역공동체는 개인들이 살면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경
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세계로, 이 영역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들
로 구성되며 개인은 이를 통해 휴식과 재충전 그리고 정서적 만족을 추구함
- 공식 광역공동체는 개인들이 간접적이고 부분적으로 참여하며 거시적 경제, 사
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세계임. 개인은 생애주기에
따라 학교의 학습 혹은 직장의 일을 통해 공적 체계에 참여하고, 소비와 생산
을 통해 시장에 참여
◦ 상호작용에서의 변화는 화살표로 표시되며, 직선 화살표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변화를, 곡선 화살표는 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냄
- 코로나19는 왼편 핵심공동체와 비공식 광역공동체에서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제
약하고 종교 및 문화와 여가생활을 비대면으로 전환시키거나 위축시킴
- 친밀한 관계와의 대면적 상호작용의 감소는 스트레스를 높이고 부정적 정서경
험을 늘리며,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의 증가는 가족 내 갈등 증가의 가능성과
함께 돌봄의 증가로 인한 추가적 문제를 낳음
- 코로나19로 학교와 직장에서 개인 활동과 상호작용의 비대면화가 증가하고, 시
장에서 거래와 소비의 비대면화도 빠르게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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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코로나19 관련 통계지표 체계 개념도

◦ 공식적 광역공동체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대면화는 다양한 간접적 효과 혹은 2차
적 영향을 낳음
- 학교에서의 교육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불리한 지위와 배경의 학생들에 비해 비대면 교육을 위한 미디어 환경, 부모의
지원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성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교육 성과의 측면에서 양
극화 가능성이 높음
- 직장에서 비대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 간의 격차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불리한 지위의 일자리의 불안정
이 높아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급격한 변화
로 전반적 경기침체와 함께 산업 간 격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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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경제‧사회 영향지표체계의 영역 구성

□ 코로나19 사회, 경제 영향 지표의 개념적 모형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지표의
영역들을 구성함
영 역

내 용

가족과 친밀성

가족의 형성과 구성, 가족 및 친구와의 상호작용

문화와 여가

일상생활에서 휴식, 충전, 즐거움을 위한 활동

건강과 안전

정신 및 육체적 건강과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교육과 학습

학생들의 교육과 학습의 조건과 과정, 성과

일과 직장

경제활동의 기회와 조건, 과정 및 보상

소득과 소비

경제적 소득의 수준과 분포, 소비의 수준과 내용구성

교통과 이동

교통과 이동의 수요와 수단, 편의성

디지털화

정보, 컨텐츠 활용과 비대면 상호작용의 환경

에너지와 환경

에너지 수급 현황과 환경 폐기물의 배출

산업과 시장

시장에서의 수요 변화에 따른 산업 활동 변화

시민사회

시민 참여,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통한 질서 유지

◦ 지표체계의 영역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선정 및 구성되었음
- 코로나19에 의한 사회, 경제적 영향의 정도
- 국민 삶의 질과 국가 발전 측면에서의 정책적 중요성
- 국민적 관심과 여론에서의 주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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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코로나19 경제‧사회 영향 지표 및 설명

1. 지표 선정 기준 및 개황

□ 정책 지표는 정책 결정과 집행, 평가를 위해 현실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표들을 선정하였음
◦ 적절성(relevance): 정책 지표는 지표의 목적에 맞도록 이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
는 현실을 적절하게 잘 반영해야 함
- 액면타당도: 각 지표는 측정하고자 목적하는 바가 실제 측정된 현실과 잘 매칭
이 되어야 함
- 결과에 초점: 각 지표는 투입이나 과정이 아니라 최종적 결과를 중심으로 측정
을 해야 함
- 이해명확성: 각 지표의 측정 결과는 모호하거나 양면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고
명확히 하나의 방향으로 해석 가능해야 함
- 정책반응성: 각 지표는 정책 결정과 집행, 평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에 의해 변화 가능한 것이어야 함
- 맥락적합성: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가능성이 아닌 현실의 상황과 맥락에서 보고
된 현실 변화를 반영해야 함
◦ 자료의 질(quality): 현실을 왜곡하거나 과장, 축소하지 않고 오류의 여지가 적어
서 정책적 혼란을 줄일 수 있어야 함
- 공식통계 혹은 검증된 통계: 통계당국의 승인을 받은 조사 및 행정통계이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작성된 통계이어야 함
- 포괄성: 지표는 가능한 전체 국민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특정 집단이나 일
부의 현실에 한정되지 않음
- 변이가능성: 충분한 변이를 보여줄 수 있기 위해 반기, 분기, 월간 자료의 확보
가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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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체계의 영역 구성과 지표 선정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표들을 선정하였음
◦ 국가승인통계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그
외 자료는 주석 처리함
직접 영향

간접 영향

가족과 친밀성

l 가족과 보내는 시간*
l 돌봄의 부담*
l 친밀한 관계와의 만남*

l 월별 혼인률
l 월별 출산률
l 월별 가정폭력 신고 건수**

문화와 여가

l 영화관 관람자 수
l 해외여행 출국자 수
l 해외 여행객 입국자 수

l 문화예술 서비스업 경기
l 문화예술 서비스업 고용

건강과 안전

l 월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l 월별 코로나 사망자 수

l 월별 자살률
l 재난 정신상담 신청 건수**
l 초과사망

교육과 학습

l 비대면 교육 증가**
l 외국 유학 학생 변화**

l 학업중단율**
l 학업성적의 양극화**

l 재택근무 비율*
l 재택근무에 따른 만족도*

l 월별 고용률
l 월별 실업급여 수급실적
l 일시 휴직자 수**

소득과 소비

l 온라인 쇼핑몰 상품별 거래
l 소비지출 항목별 유형

l
l
l
l

교통과 이동

l 월별 항공승객
l 월별 화물수송 실적
l 인구이동

l 교통 및 운송서비스 경기
l 교통 및 운송서비스 고용

디지털화

l 월간 데이터 트래픽

l ICT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
l ICT 제조업, 서비스업 고용

l 소비주체별 에너지 소비
l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l 폐기물처리업 경기
l 폐기물처리업 고용

l 월별 수출/수입 금액지수
l 월별 국가별 수입/수출 총액

l 분기별 경제성장률
l 월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생산지수
l 자영업자 가계대출**

l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

l 정부에 대한 신뢰*
l 일반인에 대한 신뢰*

일과 직장

에너지와 환경

시장과 산업

시민사회

소득분위별 소득 변화
월별 가계대출 연체율
소비자 물가지수
지역건강보험 체납**

주: * 표시된 지표들은 학술연구나 조사업체의 코로나 관련 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으로 향후 신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될 경우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지표임
** 표시된 지표들은 현재 행정통계 등으로 자료가 존재하나 연간으로 보고가 되어 지표 선정 기준에 맞
지 않거나, 공표가 정기적으로 되지 않아 향후 공표주기를 변경하거나 협조를 통해 자료를 구할 것을
제안하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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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체계에는 언급되어 있으나 민간 자료 등의 공신력 있는 자료가 아닌 경우는
향후 자료의 생산 및 확보 방안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세부지표

□ 코로나19 경제사회 영향 지표로 선정된 지표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 또한 일부 선정 지표에 대해서는 예시로 코로나19의 영향을 그래프로 시각화하
여 수록함
① 가족과 친밀성 영역
- 가족과 보내는 시간*
정의: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
의의: 코로나19로 출근, 등교,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함
출처: 조사업체 조사 내용 포함. 향후 별도 일상생활 관련 조사 실시할 시 포
함 제안
- 돌봄의 부담*
정의: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
의의: 코로나19로 출근, 등교,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어린 자녀나 노인들에
대한 돌봄의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파악하고자 함
출처: 조사업체 조사 내용 포함. 향후 별도 일상생활 관련 조사 실시할 시
포함 제안
측정 주기: 부정기
- 친밀한 관계와의 만남*
정의: 코로나19 이후 친척이나 친구등과 만남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
의의: 코로나19로 외부인과의 만남이나 접촉이 줄면서 정서적 지지를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와의 만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고자 함
보조지표: 코로나19 이후 친밀한 관계와의 만남이 온라인 연락으로 바뀐 비율
출처: 조사업체 조사 내용 포함. 향후 별도 일상생활 관련 조사 실시할 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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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제안
측정 주기: 부정기
- 혼인율
정의: 해당 기간 신고된 총 혼인 건수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
분비로 나타낸 것
의의: 코로나19가 혼인 결정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가를 파악하고자 함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측정주기: 월간
- 출산율
정의: 해당 기간 총출생아수를 당해연도의 가임 여자인구(15～49세 여자인구)
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의의: 코로나19가 자녀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고자 함. 외국
에서는 재난으로 외부 활동 제한될 경우 출산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
지만 한국에서는 혼인 감소, 경제, 사회적 불안정으로 출산이 감소할 것
으로 예상함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측정 주기: 월간
※(참고) 혼인율 및 출산율 추이

-

가정폭력 신고 건수
정의: 가정 폭력에 대한 경찰 신고 건수
의의: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가족 내 갈등이 증가하면서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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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증가한다는 해외 보고가 많음. 한국의 경우 공식적 보고는 없음

출처: 경찰청에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 자료가 있으나 공식 보고가 되지 않으
며, 국회의원 요구에 의해 공개된 적이 있음. 향후 필요시 경찰청 협조
요청 필요
측정 주기: 월간
② 문화와 여가 영역
- 영화관 관람자 수
정의: 영화관에서 관람권을 구매하여 영화 관람을 한 사람 수
의의: 국민 문화, 여가생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화 관람이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줄었는가를 측정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홈페이지(테마통계 > 총관객수 및 매출액
측정 주기: 월간
- 해외여행 출국자 수
정의: 해외 여행을 위해 출국한 내국인 수의 지난해 동월과의 비교 증감
의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때문에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출국자가 감
소한 정도를 측정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측정 주기: 월간
- 해외여행객 입국자 수
정의: 해외 여행객이 한국방문 위해 입국한 수의 지난해 동월과의 비교 증감
의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때문에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해외 방문객
이 감소한 정도를 측정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측정 주기: 월간
- 문화예술 서비스업 경기
정의: 코로나19 이후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 여가서비스업이 받은 영향을 전
년 동월과 생산 불변지수로 비교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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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코로나19로 인해 집 외부에서의 집합활동이 제한되면서 문화, 여가, 스
포츠 등의 활동이 줄고 관련 서비스업 경기가 하락한 정도를 파악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
측정 주기: 월간
- 문화예술 서비스업 고용
정의: 코로나19 이후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 여가서비스업이 받은 영향을 전
년 동월과 고용인원 수로 비교한 값
의의: 코로나19로 인해 집 외부에서의 집합활동이 제한되면서 문화, 여가, 스
포츠 등의 활동이 줄고 관련 서비스업 고용이 감소한 정도를 파악
출처: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측정 주기: 반기
③ 건강과 안전 영역
- 월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정의: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된 신규 확진자의 수
의의: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는 코로나19 감염의
속도와 심각도를 파악
출처: 중앙질병관리청 발표 자료
측정 주기: 월간
- 월별 코로나 사망자 수
정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
의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통해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과 코로나19 감염의
심각도를 파악
출처: 중앙질병관리청 발표 자료
측정 주기: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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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자살자 수 비교
정의: 고의적 자해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의 지난해 동월과의 비교
의의: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자살자 수가 증가
하는지 여부를 파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측정 주기: 월간
- 재난 정신상담 신청 건수**
정의: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정신적 고통으로 상담을 신청한 건수
의의: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장기간 고립, 격리 등으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영향을 측정
출처: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상담을 신청한 건수(현재 공식 공표되고 있지 않고
국회 요청으로 자료 공개. 향후 자료 공유를 위한 협의 필요)
측정 주기: 월간
- 초과사망
정의: 일정 기간에 통상 주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사망
의의: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이 사망에 미친 영향을 파악
출처: 통계청(사망신고자료)
측정 주기: 주간
-

※(참고) 연령별 초과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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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과 학습 영역
- 비대면 교육 증가**
정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필요로 학교 수업을 비대면으로 실시한 학교 비율
의의: 코로나19가 학생들의 교육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으로써 비대면 교육이
증가한 정도를 측정
출처: 교육부 행정 자료(현재 공표되고 있지 않는 내부 자료로 향후 자료 공
유를 위한 협의 필요)
측정 주기: 월간
- 외국 유학 학생 변화**
정의: 해외 유학 학생 수의 전년도 비교
의의: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유학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해외 유학
생이 줄어든 정도를 측정
출처: 교육부 연간 학업중단 자료에서 사유 중 해외 유학 수를 비교(현재 공
표되고 있지 않는 내부 자료로 향후 자료 공유를 위한 협의 필요)
측정 주기: 연간
- 학업 중단률**
정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을 전년도와 비교
의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증가가 가져올 교육 양극화와 학업 부
진학생들의 문제를 측정하고자 함
출처: 교육부 연간 학업중단 자료를 이용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가공 제공
측정 주기: 연간
- 학업 성적의 양극화**
정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성적 분포에서 중간층(5분위 중 3분위층) 비율의
전년도 대비 변화
의의: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 교육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성취가 양극화
된다는 보고가 많아 그 정도를 측정
출처: 교육부 실시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의 분포 자료 가공
측정 주기: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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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과 직장 영역
- 재택근무 비율**
정의: 직장인 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의 비율
의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이 늘어나면서 그 비율을
측정
출처: 공식 통계는 없으며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의 기업조사나 조사업
체의 개인 조사 자료 이용 가능
측정 주기: 부정기
- 재택근무에 따른 만족도**
정의: 재택근무 하는 직장인들의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
의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재택근무
에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
출처: 공식 통계는 없으며 조사업체의 개인 조사 자료 이용 가능
측정 주기: 부정기
- 월별 고용률
정의: 고용률 수준 및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감
의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월별로 수준 및 전년 동월 대비 측정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측정 주기: 월간
- 월별 실업급여 수급실적
정의: 실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건수
의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과 고용 감소 때문에 실업급여가 늘어
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정도를 측정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측정 주기: 월간
- 일시 휴직자 수
정의: 일시적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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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과 휴업 등으로 일을 쉬는 사람들이 늘
고 있어 휴직자 수를 측정
출처: 고용보험 DB 분석, 가공으로 파악 가능
측정 주기: 월간
⑥ 소득과 소비 영역
- 온라인 쇼핑몰 상품별 거래
정의: 온라인 쇼핑을 통해 상품 품목별 거래량
의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품
별 소비 증감을 파악
출처: 통계청 온라인 쇼핑동향조사
측정 주기: 월간
※(참고) 온라인 쇼핑몰 취급 상품별 거래액 변화

-

소득 5분위별 소득 변화
정의: 전년도 동기 대비 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 증감
의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소득의 전반적 감소와 함께 소득의
양극화 여부 및 정도를 측정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측정 주기: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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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출 항목별 유형
정의: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항목별 지출비중의 전년도 동기 변화
의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변화와 생활양식 변화로 인한 가계의 소비지출
항목비율의 변화 측정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중 최종소비지출의 항목별 비율
측정 주기: 분기
- 월별 가계대출 연체율
정의: 가계 수지 악화로 가계대출이 연체된 비율
의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감소와 가계수지 악화로 가계대출이 연체된 비
율 측정
출처: 금융감독원 가계대출 자료
측정 주기: 월간
- 소비자 물가지수
정의: 소비자 물가수준이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여 등락한 정도
의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수준이 어떻게 변화
하였는가 측정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측정 주기: 분기
- 지역건강보험 체납**
정의: 국민 기본보험인 지역건강보험 납입 체납 건수
의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소득의 전반적 감소로 기본 서비스
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도를 측정
출처: 건강보험 DB 행정자료에서 가공
측정 주기: 월별
-

⑦ 교통과 이동 영역
- 월별 항공승객
정의: 국제항공 승객이 전년도 동기 비교 변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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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국제선 항공의 실
적이 악화된 정도
출처: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 국제선
측정 주기: 월간
- 월별 화물수송 실적
정의: 국제화물이 지역별로 수송된 실적
의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교역이 영향을 받으면서 국제 화물수송이 영향
을 받는 정도를 측정
출처: 해양수산부 화물수송실적
측정 주기: 월간
- 인구이동
정의: 실거주 시군구 외 타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실적
의의: 코로나19로 인한 인구이동 영향 분석으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재
난대응을 위한 주간 빅데이터 분석 자료
출처: 통계청 및 SK 텔레콤
측정 주기: 주간
※(참고) 주별 인구 이동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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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서비스 경기
정의: 국제 및 국내 교통 및 운송업의 전년도 동기 대비 경기
의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과 운송의 수요가 변화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파악
보조지표: 육상 화물 중 소화물 전문 운송업(택배) 경기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측정 주기: 월간
- 운송서비스 고용
정의: 국제 및 국내 교통 및 운송업의 전년도 동기 대비 고용 변화
의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과 운송의 수요가 변화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파악
보조지표: 육상 화물 중 소화물 전문 운송업(택배) 고용
출처: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측정 주기: 반기
-

⑧ 디지털화 영역
- 월별 데이터 트래픽
정의: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의 트래픽 양의 전년도 동기 비교 증감
의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각 방면의 비대면화 진행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한 정도를 측정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 데이터 트래픽 통계
측정 주기: 월간
- ICT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
정의: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기의 전년도 동기 비교
의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각 방면의 비대면화 진행으로 ICT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기 상승이 예상되는 바 그 정도를 측정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기업경기조사
측정 주기: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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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서비스업 고용
정의: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의 전년도 동기 비교
의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각 방면의 비대면화 진행으로 ICT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바 그 정도를 측정
출처: 통계청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측정 주기: 반기

- ICT

⑨ 에너지와 환경 영역
- 소비주체별 에너지 소비
정의: 가구와 기업, 정부별 에너지 소비의 수준과 비율
의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둔화와 비대면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 소비에
서 기업 비중이 감소하고 가구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여부 및 정도를 측정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통계
측정 주기: 월간
-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정의: 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
의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화와 가구 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가계 폐기물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정도를 측정
출처: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의 자료 수집은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지만 보고가 연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고 주기를 월간 혹은
분기별로 하면 활용 가능
측정 주기: 연간
- 폐기물처리업 경기
정의: 서비스업 중에서 폐기물처리업의 경기 수준을 지난해 동월과 비교
의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화와 가구 내 생활 증가에 따른 폐기물 증가
로 폐기물 처리업의 경기 상승이 예상되는 바 그 정도를 측정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측정 주기: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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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 고용
정의: 서비스업 중에서 폐기물처리업의 고용을 지난해 동월과 비교
의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화와 가구 내 생활 증가에 따른 폐기물 증가
로 폐기물 처리업의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바 그 정도를 측정
출처: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측정 주기: 반기

⑩ 시장과 산업 영역
- 월별 수출/수입 금액지수
정의: 수출/수입의 증감을 전년도 동월과 비교
의의: 코로나19의 글로벌 영향 및 경기 변동으로 수출/수입이 영향을 받을 것
으로 예상되는 바 그 정도를 측정
출처: 관세청 무역통계
측정 주기: 월간
- 월별 국가별 수출/수입 총액
정의: 국가별 수출/수입 총액 증감을 전년도 동월과 비교
의의: 코로나19의 글로벌 영향 및 경기 변동으로 국가별 수출/수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정도를 측정
출처: 관세청 무역통계
측정 주기: 월간
- 분기별 경제성장률
정의: GDP의 전분기 대비 증감률
의의: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국내 산업 경기둔화로 GDP 증
가가 둔화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정도를 측정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측정 주기: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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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생산지수
정의: 산업별로 생산의 증감 정도를 전년도 동월과 비교
의의: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국내 산업 경기둔화로 제조업, 도소
매업, 서비스업 경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정도를 측정
출처: 산업자원부 제조업경기조사,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측정 주기: 분기
- 자영업자 가계대출**
정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진으로 가계대출을 받는 비율과 액수
의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침체와 가구 소비지출 변화로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은 정도를 측정
출처: 금융감독원 가계대출 관련 자료에서 가공 가능
측정 주기: 월간
-

⑪ 시민사회 영역
-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정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의 비율
의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
출처: 조사업체의 조사 결과 활용 가능
측정 주기: 부정기
- 정부에 대한 신뢰*
정의: 정부의 청렴과 역량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
의의: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정부 대응에는 국민들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한
바 그 기초로서 국민들의 정부 신뢰 비율 측정
출처: 조사업체의 조사 결과 활용 가능
측정 주기: 부정기
- 일반인에 대한 신뢰*
정의: 사회의 일반인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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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코로나19 상황은 낮선 사람에 대한 신뢰를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 추이를 측정
출처: 조사업체의 조사 결과 활용 가능
측정 주기: 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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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 코로나19 경제·사회 영향 지표는 국가 발전과 국민 삶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
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체계임
◦ 코로나19는 국가 발전과 관련하여 경제,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확대를 통한 디
지털 전환의 촉진이라는 측면과 함께, 경제 및 사회의 위축, 사회적 양극화의 심
화,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 다수의 정책적 개입을 요하는 문제들을 제기함
◦ 국민 삶의 질에 대해 코로나19는 건강에 대한 위협, 출산, 결혼, 진학, 취업 등
중요한 생애 사건들의 지연, 사회적 상호작용의 제약,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 심
리적 불안과 스트레스의 증가 가능성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함
◦ 코로나19와 같은 강력한 감염병은 개인, 사회, 국가 모두에게 많은 위협과 변화
를 강요하고 있음
◦ 시의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지표는 전염병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신속한 복구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임
□ 금번 연구는 기간의 제약으로 프레임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일반적 틀을 통해
지표체계의 전반적 성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표선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지표체계와 하위지표 구성안을 제시하였으나 후속 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우선, 기 구축된 지표체계의 개념틀하에서 각 영역과 하위지표에 대한 고도화
작업이 필요할 것임
◦ 특히 현 연구에서 검토된 국가승인통계 중심의 입수 가능한 지표 외에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불확실성 요인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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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코로나19라는 특정 감염병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는 감염병 전체로 범위를 확장‧일반화하여 시의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지표를 통해 전염병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보다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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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전문가 자문 결과

□ 주요 자문내용
ㅇ 지표체계(각 영역의 구분) 및 논거의 타당성
ㅇ 각 영역별 하위지표에 대한 신규추가‧수정‧삭제 및 개발 필요지표에 대한 의견
ㅇ 코로나19 관련 지표체계 전반 및 향후 후속연구에 관한 의견
□ 주요 결과
① 지표체계의 적절성
ㅇ 적절
ㅇ (영역보완) 영역 간 관계설정 보완 필요

개인, 사회, 공동체 등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부문 구분 제외 제안
- 영역별 중복성을 고려, 관계 설정에 유의 필요
- 공적영역과 일반영역의 통합방안 고려
-

명칭변경) 학교생활→교육/일과 직장→고용
ㅇ(영역추가) 시민사회(국민의 사회단체 참여율, 자원봉사, 기부금 등)
② 하위지표의 적합성
ㅇ 적절
ㅇ 1차적 영향과 2차적 영향의 차이 명확화 필요
ㅇ 지표 추가
ㅇ(

영역

세부지표
TV 시청률

문화와 여가

KT, SK 등의 자료를 활용한 국내여행 관련 지표
스포츠 경기 관람 수, 스포츠 경기 시청률
우울감 경험률, 비만율, 월간 폭음률(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 및 안전

범죄율(경찰청 범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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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49

세부지표
건강행동의 변화(운동‧신체활동의 감소 등)/의료이용의 감소
코로나 이외 질환으로 인한 환자 수 변화 또는 의료비용 지출 변화, 코로나가
의료시스템에 미친 영향
사교육비 지출 상황

학교생활

고등교육의 원격교육 조사, 협업 툴 사용시간‧온라인 회의시간 등
게임시간/의미 있는 타자(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 변화
공적연금 수급률, 비정규직 비중

일과 직장

산업, 규모,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실업자 수, 비경제활동인구 수,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산업, 규모, 종사상지위별 임금(소득) 및 월별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실적

교통과 이동

국가교통DB조사 결과 활용(한국교통연구원),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 서울시 도시
철도 이용객 수,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교통량, KTX 탑승자 수

소득과 소비

상대적 빈곤율, 소득배율, 성별/근로형태별/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및 지니계수 등

경제‧시장
에너지와 환경
공동체

ㅇ

소상공인 지표
미세먼지 농도(또는 대기오염도)
사회적 고립감/개인의 우울감, 종교활동 여부, 종교활동의 강도
장애인 고용률

지표 대체
영역

세부지표 변경

문화와 여가

영화관 관람자 수
→ 개인의 여가실태(1달간 영화 또는 문화활동 소요
시간, 횟수, 소비지출)

개인의 직접적
영향 고려

건강 및 안전

정신건강 상담 건수
→ 스트레스 지표(우울지표)

측정의 용이성

재택근무
→ 유연근무 전반(선택근로, 재택, 시차 출퇴근, 원
격근무)

포괄성 제고

소득변화에 대한 예상
→ 소득에 대한 만족도

측정의 명확성 제고

일과 직장

소득과 소비

사유

③ 기타 보완사항
ㅇ 코로나 영향 평가를 위한 지표 측정을 신규로 할 경우 작성주기는 월간 이하로
하여 시의성 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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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변화를 포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용을 고려할 필요
ㅇ 학업중단 실태는 한국교육개발원, 학업성적 양극화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활용 검토
ㅇ 재택근무 비율*,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 비율** 및 재택근무 만족도***에 관한
특별조사 필요
ㅇ

재택근무 비율 조사개요: 규모, 산업, 직업별/(가구조사) 재택근무 한 적이 있
는가? 있다면 시행한 기간(일주일 또는 한 달) 중 며칠을 재택근무하였는
가?/(사업체조사) 귀사는 재택근무를 시행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질문별로
얼마의 기간(일주일 또는 한 달) 중 며칠을 시행하였는가?
**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 비율 조사개요: 규모, 산업, 직업별/(가구조사) 본인의
일자리가 일주일 또는 한 달 중 얼마나 재택근무가 가능한가?/(사업체조사)
귀사의 직무 중 일주일 또는 한 달 중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은 무엇이며 얼
마나 가능한가?
*** 재택근무 만족도 조사개요: 직장근무 대비 업무 효율, 주관적 만족도,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 만족 이유
*

ㅇ

자영업 소득, 자영업 영업시간 변화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

④ 향후 후속연구
ㅇ 중장기적으로 위기관리 사회지표체계 개발 필요
ㅇ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증가,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체계의 개발 필요
ㅇ 행정자료, 민간자료 활용, 온라인 조사 적용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기초 연
구 필요
ㅇ 향후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뿐 아니라 긍정적 변화 측면에 대한 포착 방안 연
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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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체계 관련 국내사례
포스트코로나시대 좌담(KDI)
대분류 중분류

부문

비고

국가발전지표(삶의 질)
부문

비고

코로나 현황(진단)

100대 통계지표

부문

비고

인구 및 사회

복지

보건,
복지

건강

건강상태, 건강형태,
보건의료서비스

보건

교육

교육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효과

교육, 훈련

여가

여가자원, 여가활동,
여가결과

문화, 여가

주거,
교통(주거)

주거비, 주거의질,
교통인프라, 교통안전

주거/국토이용

문화,
여가

라이프스타일

언택트 문화

주거,
이동
사회

KOSIS

범죄,
범죄발생, 범죄피해, 치안
사법정의(안전)

안전

소득,
소비

패러다임
전환(디지털화)

고용

소득, 소비,
자산

소득, 소비, 자산,
소득불평등, 물가

인구

경제 및 경제일반
산업

비고

경제 관련
사회통계

자동차 등록대수

고용, 임금,
가계

가구당월평균소득

범죄, 안전
소득.소비.자산

분배
후생

사회일반

부문

노동
사회통합
(시민참여)

시민성, 연대, 포용성,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인구

인구변화, 인구구조

가족
(가족·공동체)

가구형성, 가족관계

성장

성장(경제성장률), 생산성,
투자, 기업동학(생멸),
경제 및 산업
혁신(R&D),
글로벌화(수출입)

사회일반

인구

경제일반.
경기/기업경영

국민소득.
경기.
기업경영

제조업업황실적BSI,
소비자심리지수, 경제심리지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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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시대 좌담(KDI)
대분류 중분류

부문

비고

국가발전지표(삶의 질)
부문

비고

KOSIS
부문

100대 통계지표
비고

기업경영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활동

새로운
기업의 등장
(기업생멸
통계?
경영활동
결과?)

농림/수산

부문

비고

산업활동.
소비·투자

전산업생산지수

산업활동,

설비투자지수

소비·투자
정보통신/
과학, 기술

국내수요기계수주액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광업·
제조업

광업, 제조업

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
가동률 지수

도소매, 서비스

서비스업 생산지수
도소매업지수
산업활동,

도소매·
서비스

소비·투자

자동차판매업지수
소매판매액지수
개인신용카드 사용액

고용
(노동)

고용, 노동
(고용·임금)

고용률, 고용형태, 임금,
근로조건, 일만족,
노사관계

경제활동인구
고용,
임금,
임금/물가

가계

취업자수, 실업률, 고용률
노동생산성증감률
시간당 명목임금증감률

임금
단위노동비용증감률
물가

물가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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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시대 좌담(KDI)
대분류 중분류

부문

비고

국가발전지표(삶의 질)
부문

비고

KOSIS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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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통계지표
비고

부문

비고
수출입물가지수
주택매매. 전세가격지수,
지가변동률
국제유가

국민계정

글로벌
교역

국민계정

세계 경제의 흐름

국민소득.
경기.
기업경영

경제성장률, 민간소비증감률,
설비투자증감률,
건설투자증감률, GDP,
GDP디플레이터, 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글로벌
가치사슬
(GVC)의 변화
탈세계화
안정

재정건정성, 국가채무,
대외안정(대외채무),
금융안정

정부. 재정

M1, M2, 평잔, 말잔
통화. 금융
예금은행총예금, 대출금
가계신용, 대출연체율

통화,
금융,

금리

재정

기준금리, 콜금리, CD수익률,
예금은행 수신·대출 금리
통안증권수익률,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증권

주식거래대금, 예탁금,
채권거래액
국고채발행액

에너지

(환경 및 자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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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시대 좌담(KDI)
대분류 중분류

부문

비고

국가발전지표(삶의 질)
부문

비고

KOSIS
부문

100대 통계지표
비고

부문

비고

금융/무역,
국제수지

국제수지,
대외거래

경상수지
금융계정, 대외채무

무역,

직접투자

국제수지

수출입금액지수,
순상품교역조건지수
환율

환율

건설/교통, 물류
산업활동.

교통·물류

소비·투자
생활환경
과 오염

생활환경과
오염(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물질, 환경관리,
환경만족

환경
및 생태환경
과
지역
자연자원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육상생태,
해양수산, 수자원

기후변화와
에너지

온실가스, 자연재해,
1차에너지, 전력,
신재생에너지

지역

환경 및 자원

환경

지역통계

건축 허가. 착공면적
건설 수주. 기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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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표체계 관련 해외사례
캐나다
대분류 중분류

부문

비고

영국
부문

비고

뉴질랜드
부문

비고

인구통계 사례수 뉴질랜드 사례수,
격리 및 관리 격리 수치,
코로나19
지역보건위원회의 사례 출처,
지역보건위원회의 사례 상태 ,일일 테스트

보건,
복지

호주
부문

비고

건강

일반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정신 및 행동 상태,
건강위험요인

일반건강

건강상태, 수면량

정서적·정신적 행복

정신건강

평온, 우울증 / 불안, 신경질,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가족 건강에 대한 걱정

사망률

주간 사망률(연령별, 성별, 지역별)

사망률

COVID-19 전염병 및
회복 기간 동안 사망

사회적
관계

지난 7일간의 외로움, 타인과 관계유지

부양금

경기부양금의 사용

해외여

호주시민 예상 귀국,
호주시민 예상 출국

예방 코로나19로 인한 예방 조치

구직자 지원, 특별보조금, 소득지원금,
소득지원 임금보조금, 임금보조금 지원, 임금보조금
연장, 보조지원

사회

문화,
여가

주거,
이동

안전

캐나다 거주자들의
해외여행,
해외여행객의 캐나다 여행,
해외
미국에서귀국하는
여행
캐나다거주자,
타국에서귀국하는
캐나다거주자
이동
주거

유동인구, 교통량
신규,기존 주거지
에너지 성능 인증서
범죄와
안전

COVID-19 관련 신용 사기,
필수 서비스를 오가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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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분류 중분류

부문

비고

영국
부문

비고

소득,
소비

뉴질랜드
비고

부문

비고

개인금융

COVID-19가 근로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불안

가계

가계 재정압박

청구서 충족 능력, 소득의 변화,
가계금융 가계재무상황에 대한 확신, 신용계약으로
빚진 돈, 저축한 돈 사용

사회
일반

웰빙

전반적 행복도

인구

생활
만족도

생활 만족도

산업별
GDP

광대역 사용량, 산업별 카드 거래 지출,
카드 거래 총 지출,
연료 공급량, 우유 생산,
활동지표
뉴질랜드 활동 지수 (NZAC),
지역별 임대 보증금,
소매 판매 지수, 지역별 주간 평균 임대료

산업별 실질 GDP

경제
일반

신뢰지수
경제
및
산업

기업
경영

호주

부문

기업
영향

매출액, 수입수출,
주식, 부가가치세
환급

회사설립 및 해산
신청

체감경기, 뉴질랜드 활동전망,
사업신뢰지수, 소비자신뢰지수,
체감경기지수, 제조지수
사업 수익 변화, 매출 변화
예상, 운영비 변동, 운영비
변동 예상, 변화 직원 수,
취업자 수 변화 예상, 현재
수중 현금으로 사업 운영을
기업
지속할 수 있는 기간,
추가 자금을 구한 기업,
추가 자금을 구하는 목적,
추가 자금을
구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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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분류 중분류
산업
활동

부문

도소매
판매량

고용
(노동)

비고

뉴질랜드
부문

비고

호주
부문

비고

관광
통계

관광업 고용 및 일자리

소매업

총 소매 매출

제조업 판매량, 재고자산,
판매 대비 재고비율,
수주잔고
도소매 판매량

풀 서비스 레스토랑 매출,
음식점 한정적 서비스 레스토랑
매출

고용,
노동

급여
고용,
임금
소득 및
시간

물가

영국
부문

관광객 미국 관광객, 타국관광객

광업· 제조업
제조업 조사

도소매·
서비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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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지
수

국내
국민 총생산,
계정 수입 및
지출

고용률, 실업률, 분기별
노동 생산성, 주업의 실
근무시간

고용

온라인 구인광고

주당평균수익

소비자물가지수

지출별 실질 GDP,
가계저축률, 가계
가처분소득, 교역조건

고용

산업별/지역별 온라인 구직 광고, 월간
수입,
월별 고용(연령별, 성별, 산업별, 지역별),
주간 고용, 주간 평균 수입

산업, 직업 및 부문,
근무시간, 실업, 저유용률,
취업현황, 노동시장 지역,
노동
가족관계,
현재 및 예상 근무기간,
긴축경영, 비경제 활동 인구

급여

물가

온라인 물가지수

급여물
가지수

호주의 주간 급여
일자리 및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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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분류 중분류

부문

비고

영국
부문

비고

통화,
금융,
재정

뉴질랜드
부문

비고

금융

은행 어음 수익률, 외환,
신규 주택 담보 대출,
차용자 유형별 신규 주택 담보 대출,
투자자에게 새로운 주택 담보 대출,
소기업 현금 흐름 (대출) 제도,
무역 가중 지수

호주
부문

비고

에너지

무역·
국제
수지

교통·
물류

서비스 수입, 서비스 수출,
국제 서비스 무역수지, 상품 및
서비스 서비스의 수출, 상품 및
무역
서비스의 수입,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국제
상품
무역

상품수입, 상품수출, 상품
무역수지

민간항
공

수송승객, 여객수송률

항공기
운행
철도

무역

상품 가격 지수, 상품별 수출, 국가별 수출,
무역
상품별 수입, 국가별 수입

운송

항공화물, 항공기 운항횟수, 항공기
이륙중량,
해상화물, 주간 교통량

운항횟수, 항공기 이동
(국내, 국경 통과,기타
국제)

여행

일일 국경교차-도착/출발,
일일 국경교차 (항구 별)-도착/출발

철도화물량

비자

학생 비자, 취업 비자

선박

선박량

상품예비거래, 예비수출,
예비수출 상위 5개 국가,
예비수입, 예비수입 상위
5개 국가

입국/출 해외방문객, 유학생 입국 및
국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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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Construction of Indicators to Estimate
the Social and Economic Influences of COVID-19
CHUNG, Eun-chung, HAN, Joon
The coronavirus pandemic, originated in China, has enormously affected people’s
everyday life around the world. With this infectious disease, non-contact has become the
new normal, and a shift in paradigms is emerging to respond to the novel change. Now
we encounter a lot of opportunities and crisis in various economic and social aspects.
We, as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recognize that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indicator framework specialized in COVID-19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new normal.
In this research, within the limited research timeline, we focus on conceptual
embodiment of a statistical indicator framework related to COVID-19, then prioritize
and inspect sub-indicators based on the framework with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and administrative data collection as references. Prior to constructing a framework, we
review and discuss several domestic indicator systems and statistics services related to
coronavirus pandemic serviced in four foreign countries. Through this discussion, we
have been able to identify various forms of surveys which other countries have
conducted to comprehend the current situation of COVID-19. We conceptualize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s of COVID-19 via a concentric circle model which
presents the range of connections and a reciprocal interaction model which organizes
connections. Then, we select and organize each area in the indicator system to study
based on the extent of social and economic impacts of COVID-19, the potentiality for
policymaking, and public concerns. Furthermore, we designate sub-indicators after
analyzing the relevance aspect, such as clarity, reactivity, and conformity, and the
quality aspect, such as reliability, representativeness, and timeliness.
With this research, we summarize and present the impacts of coronavirus
pandemic on national development and people’s everyday life. We have systematically
and consistently organized the influences of COVID-19 on several fields in Korea, and
they are worthwhile to pay attention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On the other
hand, classification of areas in the indicator framework still needs to be reviewed
more thoroughly. We also believe more deliberate and in-depth discussion is
necessary to improve sub-indicators. As it is expected social and economic instability
factors derived from another potential epidemic would be increasingly compelling, we
need to conduct the more advanced research to build a statistical indicator system to
properly assess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general epidemics, not limited to
COVID-19.
keyword: COVID-19, indicator system, economic and social impacts, indicator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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